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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sia Top-tier Acetyls Company

우리는 지금, 롯데BP화학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시작합니다.

핵심가치

Safety

아름다운 혁신이 만들어갈 내일은,
단단히 뿌리 내린 안전한 오늘에서부터 뻗어 갑니다.

핵심가치

Respect

귀를 열어 서로를 듣고,
마음을 열어 서로를 우러러 봅니다.

핵심가치

Collaboration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핵심가치

Challenge

가장 높은 곳에서 노력하고,
그곳에서 더 멀리 바라봅니다.

핵심가치

Integrity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빠르게 가더라도 바르게 감을 잊지 않습니다.

발간사

내일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립 30주년을 맞아 롯데BP화학의 성장과정이 담긴 <롯데BP화학 30년사>를 발간하게

만들어갑니다.

되어 매우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를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롯데BP화학 30년사>는 롯데BP화학
이 일관되게 추구해 온 정신과 이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성장과정, 그리고 미래가치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조망하고
개척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초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창조적 기업활동을 추구하는 소수의 일류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국내외적 초경쟁 시대를 맞아 롯데BP화학은 ‘세계일류기업 진입’에 총력을 다하고
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롯데BP화학의 역사는 우리나라 초산산업의 발전사와 그 축을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은 롯데BP화학이 사업초기의 어려움을 극복
하고 끊임없는 도전의식과 기술개발, 그리고 경영혁신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온
도전과 응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초산과 초산비닐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설비종합효율 99% 체제
구축 및 공정최적화를 통해 선진 수준의 생산성 및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선진기업문화를 구축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김영준 대표이사

허성우 대표이사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4월
롯데BP화학 대표이사 김영준, 허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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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롯데BP화학

Business

Business

Innovation

Capacity

Sales
Culture

한국
아세틸스 산업의 역사,
롯데BP화학

생산규모
아시아

3

롯데BP화학은 공장 안정·안전 가동을 최
고의 가치로 두고 안전근무환경 조성, 설
비 효율 극대화, 원가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019년 초산공장 증설, 2020년 초산비닐
공장 신설을 통해 각각 연산 65만 톤, 40만
톤 규모의 생산량을 확보하여 생산 능력
아시아 3위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 증대된 생산능력을 통해 새로운 고객
을 확보에 힘쓰고, 기존 고객과의 공급약
속을 최우선하여 아시아 최고의 아세틸스
전문기업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위

초산
65

초산
65

소포장 초산 누적 판매국가
초산
45

초산
15

91

90 %

개국

초산
20

생산능력

초산비닐
40

초산, 초산비닐 국내 시장 점유율

초산비닐
20

초산비닐
15

초산비닐
20

단위 : 만 톤/년

1989

•국내 유일의 초산, 초산비닐 제조업체

1

Only

1996

2010

2019

2020

•설비종합효율(Reliability)

99%

•A sia Acetyls Productivity…
가동률 1위(2018년 기준)

•매출액(2018년 기준)

7,000

•영업이익(2018년 기준)

억원

2,00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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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롯데BP화학

Business

Innovation

Innovation

A 프로젝트
: 초산 공장 증설 프로젝트
롯데BP화학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끊
임없이 혁신활동을 전개하며 다양한 프로
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TOP 001’은 공정
개선, 에너지 및 비용절감을 통해 설비효
율을 향상하고, 안전안정가동과 원가경쟁
력 강화를 목적으로 펼치는 현장 혁신활
동이다. 이를 기반으로 생산량 확대를 위
해 초산·초산비닐공장을 증설하는 A·B
프로젝트, 저가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여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C 프로젝트 등 아시아 최고를
향한 도전은 꾸준히 진행중이다.

•초산 공장 10만 톤 증설(55만 톤 → 65만 톤)

TOP 001
(Total Productivity Number One Plant)

•CO 1공장 저온정제부를 대용량 설비로 교체

2016년 롯데BP화학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펼친 현장혁신활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손익개선활동을 전개하여
종합생산성 최고의 공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
0 : 안전·환경문제 없는 공장(HSE problem Zero)
0 : 비상가동정지 없는 공장(Plant Trouble Zero)
1 : 원가경쟁력 1위 공장(Cost Competitiveness No.1 plant)
  

B 프로젝트

활동 주요 핵심

: 초산비닐 공장 신설 프로젝트
•초산비닐 공장 20만 톤 신설(20만 톤 → 40만 톤)

•생산량 증대
•수율 향상

•기술 교류를 통한 신규공장 독자 건설

•에너지 절감
•비용 절감

•초산 추가 수요 창출 및 수익성 강화

결과
‘공정 스팀망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프로젝트, …
‘No.2 CO 합성가스 냉각기 교체를 통한 설비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초산 제조변동비를 절감한 프로젝트 등
다수 프로젝트 수행

C 프로젝트
: 저가 친환경 연료 전환 프로젝트
•CO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저유황연료유에서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여
원가경쟁력 혁신 달성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없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고 친환경 아세틸스 기업으로 도약

Culture

아시아
최고를 향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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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롯데BP화학

Business

Culture

Innovation

조직 통합을 위한 비전 핵심가치 재정립
: Asia Top-tier Acetyls Company
•새로운 비전 체계 선포
•전 임직원 방향성과 목표, 핵심가치 공유

비전과 핵심가치는 롯데BP화학을 굳건하
게 하는 기둥이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
업문화는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이자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뿌리이다. 비전의 공유
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자유로운 기업문화는 행복한
일터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문화 구축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One Company를 구현
: 벽 없는 조직 만들기
•전 사원 경영설명회
•리더스 워크숍
•계층별 간담회

•임직원 몰입도

•기업문화 만족도

2018 롯데 인게이지먼트 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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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롯데 가치창조문화 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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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룹사 평균

% 73%

전 그룹사 평균

% 57%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문화 확산
: 직원의 행복은 성과의 밑거름
•유연근무제
•자율좌석제
•보고·회의·결재 간소화

Culture

기업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에너지,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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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BP화학은 국내 유일의 아세틸스 전문기업으로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
다. 지난 30년 동안 롯데BP화학이 이룬 대표적인 업적을 꼽는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업적은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처음으로 국내 생산하여 100% 수입대체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수입대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전후방 산업에 안정적으로 원
재료를 공급해서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롯데BP화학을 통해 원재료를 공급 받게 되니까 생산에 안정성이 높아졌
다는 것이지요. 수출증진에도 기여했고,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
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6년 3월 롯데BP화학으로 새 출발할 때 대표이사를 맡으셨습니다. 전환기라고 할
수도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당시 각오는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성장기반 구축에
큰 성과,

안녕하십니까? 롯데BP화학이 창립 30주년을 맞이

당시에도 롯데BP화학은 작지만 강한 회사였습니다. 기술이나 마케팅 역량도 우수

했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해 보였고요. 이러한 장점을 어떻게 계승·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롯데의 DNA와

이제는 더 큰 목표 향해
나아갈 때”
롯데BP화학
김영준 대표이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결합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강점
사람의 나이로 보면 이제 완전한 성인이 된 것입

은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서 회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 최

니다. 그만큼 성숙한 면모를 보여야겠지요. 하지만

고 수준의 아세틸스 전문기업으로 만들어보자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업이 100년, 200년 지속할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은 더 성장해야 하는 사춘기

앞의 질문과 연관하여,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신 과제는 어떤 것입니까?

같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함을 보이
면서도 성장에 더 무게를 두고 역량을 강화해야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

할 때라고 봅니다.

표적으로, 우리가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사업들이 그것입니다. 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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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초산비닐의 생산능력을 확충해서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으로의 보폭을 넓

허성우 대표이사님이 함께 주주들을 설득해서 초산 10만 톤 설비 증설, 초산비닐

혀나갈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업문화

20만 톤 공장 신설이라는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BP도 롯데에 대

는 그 자체가 경영성과는 아니지만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

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과감하게 승인을 해주었지요. 이 프로젝트들은 롯데와

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BP 양대 주주사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성사되면서 침체되었던 조직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회사의 미래

조직문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BP화학이 어떤 조직문화

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되면 1조 원대의 매출액과

를 가진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시는지요?

2,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내 굴지의 우량회사가 된다고 자
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톱다운(Top-down) 문화가 강점을 발휘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
대가 달라졌지요. 저는 우리 롯데BP화학이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

기업문화는 CEO의 철학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다. 그래서 그동안 ‘벽 없는 조직’을 추구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소통을 많이

리더십을 추구하시는지요?

하는 그런 기업문화를 추구했지요.
특히 조직 간의 ‘사일로(Silo, 부서이기주의)’를 없애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

저는 교향악단의 지휘자(Conductor) 같은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지휘자는 단원을

다. 사장부터 솔선수범해서 계층 간의 벽을 없애고, 부서 간의 벽을 없애고, 나아

선발하고 단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만, 전체 곡을 해석하고

가 합작사 간의 벽도 없애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조직에 ‘벽’ 같은 것은 없다

연주를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악기도 다루지 않으면서 단원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휘자의 가장 큰 역할은 ‘조율’일 것입니다. 단원들이 충분히 연

저는 앞으로도 우리 롯데BP화학 전 구성원이 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존중, 소통,
도전, 정도 등 5개 핵심가치를 잘 실천해서 모두가 만족하며 행복하게 일하는 회
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롯데BP화학으로 거듭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성과라면 성장의 동력을 만든 것입니다. 오랫동안 조직이 정체되고 성
장이 정체되다보니 성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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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서로 조화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2020년 말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당분간은 설비 확장을 이룬 이 두 프로젝트의 토

요. 그래서 단원들이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자기계발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연주

대 위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할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바탕에는 지휘자에

지금 롯데BP화학이 추구하는 비전은 ‘Asia Top-tier Acetyls Company’가 되는 것입

대한 단원들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신뢰가 바탕이

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생산규모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 품질, 안전, 원가 등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톱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롯데BP화학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과제에 중점을
두고 성장의 꿈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리고 롯데BP화학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아 임직원에게 당부하
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2025년까지의 중기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고, 그 계획에 맞춰 진행이 되고 있습니
다. 큰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A 프로젝트가 2019년 4월에, B 프로젝트가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특별히 더 강조해서 당부 드리고 싶
은 것은, 앞으로도 고객가치를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고
객의 니즈는 갈수록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어야 좋
은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Small Giant Company. 고객기반이 단단할수록 강한 회
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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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업의 평균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
니다. 미국의 이른바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평균연령도 20년 안팎에 불
과합니다. 30년이면 자랑스러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랫동안 BP에 재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보자면 줄
곧 해외에 계신 셈인데, 한국어에 능통하신 듯합니다.

저는 17살에 부모님을 따라 해외로 이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국어에 익숙
한 편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며 생활한 기간이 30여 년에 이르기 때문에 한
국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영어가 편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 롯데
BP화학의 구성원들과 최대한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것은 겸손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도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
해서 한국어 공부를 더 하신다니,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롯데와 BP의
파트너십은

그런데, 오랫동안 BP에 재직하시면서 바라본 롯데BP화학과 직접 대표직을 맡아 근
안녕하십니까? 롯데BP화학이 창립 3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양 될 것”
롯데BP화학
허성우 대표이사

무하시게 된 롯데BP화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BP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중국이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쪽에 관심이 더 가
롯데와 BP의 합작사인 롯데BP화학이 30주년을 맞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롯데BP화학은 BP의 여러 합작사들 중에서도 눈에 띌

는 시기에 대표직을 맡고 있다는 게 기쁘고 영광스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회사에 근무하게

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BP에서도 롯데

되었으니 기쁜 마음이지요.

BP화학은 매우 자랑스러운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

제가 롯데BP화학에 근무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한국의 석유화

습니다. 사업기반도 견고하고 조직역량도 뛰어난

학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업 자체적으로 성과

회사에 제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게

를 내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요. 롯데BP화학은 초산, 초산비닐을 생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해서 고객사에 공급을 합니다. 롯데BP화학이 창립하기 전에는 수입에 의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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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요.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과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

화학의 경쟁력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롯데BP화학은 강한 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학업체 규모로는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롯데BP화학은

사인 것이지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그렇게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BP화학은 두 분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할을 나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롯데BP화학은 어떤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까?

누고 있습니까?

BP는 세계 각국에 여러 합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모두 5개의

기본적으로 두 명의 대표가 협력해서 회사를 이끌어 갑니다만, 저는 특히 마케팅

합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롯데BP화학은 단연 최고의 회사입니다. 생산

분야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나 생산 분야는 김영준 대표이사

성도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안전가동 측면에서도 최고입니다. 일본 고객사들의

께서 맡고 계십니다.

평가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일본 기업들은 품질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요소

단일 대표이사 체제와 공동 대표이사 체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

로 평가하는데, 그들조차도 롯데BP화학 제품은 넘버원으로 평가하여 수입합니다.

다. 저희가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이 롯데BP화학이 재도약하

한마디로 저희 롯데BP화학은 생산성, 신뢰도, 품질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는, 말하자면 ‘성장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

봐도 좋습니다.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합작사들의 힘을 모아 최대한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구성원들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구성원들은 한 가족처럼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한국문화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사가 협업하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롯데BP

대표이사 두 분의 협력적 리더십이 롯데와 BP의 파트너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상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두 대표이사 간에는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합작사인 롯데와 BP 역시 매우 우호적인 파트너십
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호 신뢰도 깊습니다. 롯데 인수 과정에서 롯데의 경영진들
께서 우호적인 태도로 믿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석유화학사업에 대한 강렬한 의지
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 큰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 인수 이후 주주관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덕분에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같은 큰 프로젝트들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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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우리는 비약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관계가 개선되
고 상호 신뢰가 두터워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 협력관계가 지

새로운 도약기를 맞아 고객 혹은 구성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

속된다면 롯데BP화학은 100년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30년 동안 롯데BP화학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특

고객이 있어 롯데BP화학도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든 고객사에 감사를 드

별히 기억하시는 위기상황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립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
다. 구성원 여러분께는, 우리가 가진 좋은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2013년에 저희가 적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나가기를 바랍니다. 선배들이 가꾸어 놓은 문화적 토양 위에서 성장하는 것이므

초산의 원료인 CO를 만드는 공정에서 원료를 바꾼 후 트러블이 생겼고요, 둘째는

로, 후배들은 그 문화를 잘 이어받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쟁사들이 대거 신·증설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으로 마진이 크게 떨어졌
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유가로 인해 CO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도 있었고
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6년에도 초산시
장에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BP화학은 충분한 내공을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 등의 프로젝
트들을 통해서 견고한 생산역량을 갖춘 덕분이지요.

그런 역량을 바탕이 된다면, A·B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
을 이어가려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안전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어야지요. 그래서 계획
했던 대로 가동을 시작해야 고객에 대한 ‘공급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증설을 한
것 같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때에 증설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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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세틸스산업과
롯데BP화학
30년
롯데BP화학 30년의 의의
롯데BP화학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초산(Acetic Acid)과 초산비
닐(Vinyl Acetate Monomer), 수소(Hydrogen) 등 크게 3종류의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아세틸스 전문기업이다.
국내에서는 선도적인 시장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해외로 15만 톤
을 수출한다. 연간 생산능력은 초산이 55만 톤, 초산비닐이 20
만 톤, 그리고 수소가 시간당 23,500N㎥로써, 단일공장 기준으
로 세계 아세틸스 업계 7위에 해당한다.
롯데BP화학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1989년 7월 13일
영국의 글로벌 에너지회사인 BP(British Petroleum)와 삼
성이 51대49의 비율로 합작하여 설립한 ‘삼성BP화학’이 그
모체이다.
롯데BP화학은 1991년 10월 15만 톤 규모의 초산공장을 완공
하여 첫 생산을 시작했다. 그 이후 꾸준히 생산능력을 확대하
여 1994년 8월 연산 20만 톤, 1997년 7월 35만 톤, 2005년 10
월 45만 톤을 거쳐 2011년 11월에는 연간 55만 톤 규모의 생
산능력을 갖추었다. 초산비닐은 1996년 10월 공장을 준공하여
15만 톤 생산을 시작한 후, 2010년 20만 톤으로 증설하여 생
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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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A 프로젝트(초산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19년 4월 준공되면 초산 생

료로 쓰인다. 또 LCD 디스플레이용 편광필름, 태양광 필름, 접착제, 식품포장재, 고기

산능력을 연산 65만 톤 규모로 확장하게 된다. B 프로젝트(제2 초산비닐 20만 톤 공장

능 발포제, 자동차안전접합유리, 그리고 의료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우리 생활에 사

신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 말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초산비닐 생산능

용된다.

력도 연산 40만 톤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수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벼운 원소로, 무색·무미·

롯데BP화학은 아시아 최고의 아세틸스 전문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아세틸스(Acetyls)

무취하고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카프로락탐의 원료나 정유공장의 탈황,

사업은 초산, 초산비닐을 중심으로 그 전방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지금도 사정은 마

과산화수소 및 염산 제조에 사용된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연료전지를 이용한 수소

찬가지지만, 롯데BP화학이 초산 생산을 시작할 당시 국내에서 아세틸스 제품을 생산

자동차, 분산형 발전에도 수소가 사용된다.

하는 기업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 한국알콜㈜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이용하여 소

롯데BP화학의 공정은 연속되는 공정으로 이어진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전단계

규모로 에틸아세테이트를 제조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초산과 초산비닐 제품을

제품이 후단계의 원료로 사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중유를 부분 산화하여 일산화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탄소(CO)를 생산하고, 이 CO를 메탄올과 합성하여 초산을 생산한다. 또 초산을 에틸렌

따라서 롯데BP화학이 창립되고 초산 제품의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은 초산 불모지였던

및 산소와 반응하여 초산비닐을 생산한다.

우리나라에 비로소 아세틸스산업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와 함께 수입품을 국산
화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을 일으켰다는 점은 롯데BP화학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자부심
가운데 하나이다.

아세틸스산업의 이해
롯데BP화학은 아세틸스 전문기업으로서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초산, 초산비닐,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초산의 화학식은 CH3COOH로, 포화지방산의 하나이다. 자연적으로는 에탄올이 아세
트산균의 작용으로 산화될 때 생성되는데, 식용으로 쓰는 식초에도 3~5% 정도가 들
어 있다. 초산은 초산비닐,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고순도 테레프탈산), 초산
에틸, 무수초산, 용제(溶劑) 등 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인다. 섬유염색, 의약품, 잉크, 페인
트, LCD 세정제, 그리고 식품첨가물 등에도 사용된다.
초산비닐은 약하고 달콤한 에테르 같은 냄새를 지닌 맑은 무색의 액체이다.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껌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PVA, PVB, EVA, VAE, EVOH 등의 화학제품에 원

초산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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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BP화학의 생산제품 가운데 하나인 수소는 CO를 만드는 공정에서 만들어진다. 이

A 프로젝트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B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단일공장 기

러한 일관생산체제는 생산성 및 원가 경쟁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준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연간 105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실적
측면에서도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2,000억 원 이상을 실현할 것으로 롯데BP화학은 기

롯데BP화학은 곧 한국 아세틸스산업

대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세계 초산·초산비닐시장의 규모는 연간 2,100만 톤 규모로 추정

화학기업은 기초산업이다. 그러므로 화학기업의 성장은 곧 전후방 연관 산업의 성장을

되고 있다. 국내시장의 경우는 72만 톤 정도이다. 롯데BP화학은 2018년 한 해 동안 초

견인하게 된다.

산 55만 톤, 초산비닐 20만 톤을 생산하여, 이 중 83%인 65만 톤을 국내시장에 공급

창립 30주년을 맞은 롯데BP화학은 국내에서 유일한 초산 생산업체로서 대한민국의 아

했다. 나머지는 일본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했다.

세틸스산업을 이끌어간다는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생산능력 측면에서 롯데BP화학은 세계 7위 수준이다. 그러나 뛰어난 공장운전역량

위해 땀 흘리고 있다. 롯데BP화학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 곧 한국 아세틸스산

을 갖추고 있어 공장가동률은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 또한 최고의 평

업의 역사가 되고 있다.

가를 받고 있다. 영업실적은 삼성에서 롯데로 인수가 결정되던 해인 2015년과 이듬해
인 2016년에는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감소하여 2015년 593억 원,
2016년에는 361억 원에 그쳤다. 시장에서 제품가격이 하락한 여파를 극복하기 어려웠
던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롯데BP화학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7년에 롯데BP화학은 매출 5,280억 원, 영업이익 770억 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경쟁사들이 예기치 않은 공장 트러블 및 환경규제 등을 겪는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의
설비종합효율을 달성하며 매출 6,996억 원, 영업이익 2,010억 원, 영업이익률 28.7%의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현재 롯데BP화학의 초산공장 증설공사(A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초산비닐
공장 증설공사(B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 수요 대비 부족한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롯데BP화학으로 새롭게 출범
한 후, 중장기 비전과 사업전략을 재수립하고, 원가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조직 정비
등 재도약을 위한 체제 재정비 노력의 결과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이다.

Change
2016 - 2019

롯데BP화학 혁신과 변화의 시간
2016년 롯데BP화학 출범 이후의 지난 3년은 도전과 혁신의 시간이었다.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핵심가치, 행동원칙 등을 재정립함은 물론이고, 조직문화 개선에 공을 들여 본격적인
조직체질 개선에 나섰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으로 롯데BP화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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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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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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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BP화학, 새 역사의 시작

045

01
롯데의 화학사업 육성 전략
석유화학사업의 시작

2010년대 중반 무렵, 자산 기준 국내 5대 기업으로 성장한 롯데는 화학부문의 사
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화학부문을 중점 육성하여 중화학산업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국가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생각이었다.
사실 1967년 롯데제과를 창립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롯데는 주로 식품·
관광·유통 분야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이들 산업 분야에서 롯데가 이
룬 성과는 그야말로 혁혁한 것이었다. 사업분야도 당시 국내에서는 활발하지 않았
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들이었다. 이들 분야를 앞장서 개척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회사는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이 인식하는 롯데의 기업이미지도 식품·관광·유통과
연관된 소비재 중심 기업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롯데는 창립 당시부터 중공업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
지고 있었다. 창업을 준비할 당시에 신격호 명예회장은 기간산업에 우선적으로 투
자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맨 처
음 구상한 것도 철강공장을 세우는 것이었다. 철강은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산업이므로, 철강을 생산하여 이제 막 경제개발을 시작한 우리
나라의 산업 발전에 밑거름을 놓고자 했다. 그러나 철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
되어 포항에 건설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은 좌절되었다.
기간산업에 대한 롯데의 꿈은 1970년대 말에 이루어졌다. 롯데는 1979년 1월 정부
시책으로 민영화하는 ‘호남석유화학㈜’을 인수하면서 석유화학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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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구상했던 철강산업 대신에 석유화학기업인 호남석유화학 인수를 통해 마침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장하고 생산품목도 다변화했다. 또 2003년에는 현

내 기간산업 진출의 꿈을 이룬 것이다.

대석유화학 2단지를 인수하고 2004년에는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하여 롯데 내에 이

당시 롯데는 식품사업에서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롯데호텔과 롯데쇼핑센터 등을

른바 ‘석유화학 3사’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롯데의 사업구조는 식품·유통부

창립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도모할 때였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분야와는 다소 동

문과 석유화학부문을 양대 축으로 하는 형태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떨어져 보이는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적지 않은 리스크가 뒤따르는 일이
었다. 더구나 석유화학 분야는 장치산업으로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었다.

‘글로벌 종합화학회사’로의 성장 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기간산업에 투자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롯데의 석유화학사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신동빈 회장(당시 부회장)이 경영의

꺾지 않고 과감하게 석유화학사업에 뛰어들었다.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신동빈 회장은 ‘글로벌경영’과 ‘사

호남석유화학은 여천석유화학단지에 공장을 건설하여 HDPE(고밀도 폴리에틸

업 확장’을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추진했다. 2009년에는 ‘2018 Vision’을 선포하면

렌)·PP(폴리프로필렌)·EO/EG(에틸렌옥사이드/에틸렌글리콜) 등의 석유화학제품

서, ‘핵심사업을 강화하고 해외사업의 비중을 높여 2018년까지 아시아를 선도하는

을 생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 관계사들은 적극적으로

렌 수지의 국산화가 가능해졌고, 관련 산업의 발전도 촉진하게 되었다.

M&A를 추진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시아와 동구권을 중심으로 활

이후에도 호남석유화학은 나프타분해(NC) 공장을 건설하여 일관생산체제를 구축

발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갔다.
호남석유화학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롯데가 구상한 ‘사업 확장’의 중요한 방향 가운

롯데BP화학 울산공장
―

데 하나는 석유화학부문을 글로벌 Top-tier 수준으로 육성하여 롯데의 주력사업
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사업 확장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세계적인 화학
기업들은 일찍부터 대규모 M&A를 통해 이미 대형화를 이룬 상태였으므로, 이들
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할 만한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했다.
호남석유화학은 글로벌경영과 사업 확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종합화학회
사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리고 2006년에 일본의 미쓰비시레이온과
합작하여 ‘대산MMA㈜’(지금의 롯데엠시시)를 설립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롯데
내 유화 3사 중 하나인 롯데대산유화를 합병했고, 2011년에는 일본의 미쓰이화학
과 손잡고 ‘호남미쓰이화학㈜’을 설립했다. 이듬해인 2012년 12월에는 케이피케미
칼도 흡수 합병하여 몸집을 키웠다.
이를 계기로 2013년 1월 호남석유화학은 사명을 ‘롯데케미칼㈜’로 변경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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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I(Corporate Identity)를 공유하여 롯데의 화학기업임을 명확히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글로벌경영 측면에서도 롯데
케미칼의 행보는 분주했다.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케미칼을
인수한 것은 해외진출을 향한 롯데케미칼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
힌다. 또 2010년 이후 베이징(北京)과 중국 저장성(浙江省) 자싱(嘉興), 안후이성(安

롯데BP화학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첨단소재

徽省) 허페이(合肥) 등지에 잇달아 현지법인·공장을 설립하고, 2012년에는 우즈베
키스탄의 국영 석유가스공사와 다자 간 합작법인 ‘Uz-Kor Gas Chemical’을 설립한
것도 글로벌경영의 성과로 꼽힌다. 2014년에는 미국 액시올(Axiall Corporation)사와
합작사업에 나서면서 북미시장 진출도 목전에 두게 되었다.
이처럼 롯데는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2010년대 들어 화학사업의 고성장시대를 열
었다. 생산품목은 에틸렌을 비롯하여 HDPE, PP, EG, PET 등 주요 석유화학제

―
화학계열 3개 사 인수를 통한 밸류체인 확장

품 분야로 확대되었고, 이들 분야에서 국내 1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1980년에
1,000억 원대였던 화학부문의 매출액도 2014년 무렵에는 그 170배에 달하는 17조

무엇보다도 스페셜티 제품에 대한 갈증이 매우 컸다. 에틸렌 등 석유화학의 기초

원대로 성장했다. 글로벌시장에서의 존재감도 매우 높아졌다.

가 되는 제품을 만드는 능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지만, 그 외 분야에서는 내세울
만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롯데의 화학부문은 에
틸렌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였다. 글로벌 종합화학회사를

02

자부하기에는 수익구조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이다. 자동차용 전지나 바이오

삼성에서 롯데로… 도약을 위한 대전환

었다.

등 석유화학 외의 영역에서 적잖은 수익을 창출하는 LG화학과 비교되는 대목이

바로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던 2015년 10월 롯데는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삼성
롯데, 삼성 화학계열 3사 일괄 인수

SDI 케미칼사업부문 등 삼성의 화학계열 3개 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사

롯데는 글로벌 종합화학회사를 꿈꾸는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화학사

업구조만으로는 화학사업을 글로벌화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삼성이

업 확장전략을 펼쳤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다. 국내에서도 LG화학에 이어 업계

소재업체를 포함한 기초원료 업체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밸류체인

2위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화학업체들과 국내외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려면

(Value Chain)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인수를 결정한 것이다.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았다.

롯데케미칼은 10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들 3개 사 인수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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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수 건은 인수대금이 3조 원대에 이를 만큼 초대형 규모여서 언론에서는 ‘세기

사명 변경 및 롯데와 BP, 새로운 합작의 시작

의 빅딜(Big Deal)’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더구나 굴지의 대기업 간에 이루어

롯데가 삼성으로부터 화학계열 3사 인수계약을 체결한 지 4개월여 만인 2016년 2

진 M&A여서 놀라움은 더욱 컸다.

월 29일 삼성BP화학은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롯데BP화학㈜’으로 변경했다. 같

롯데와 삼성이 이러한 대규모 빅딜에 합의한 것은 두 기업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했

은 날 삼성정밀화학도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정밀화학㈜’으로 사명을 변경했

기 때문이었다. 화학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종합화학회사로 도약

다. 이보다 조금 뒤에는 삼성SDI 케미칼사업부문 역시 ‘롯데첨단소재㈜’라는 이름

하려는 롯데와 화학 대신 IT·바이오 분야를 전문화하려는 삼성의 입장이 일치했

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에서 이관해 온 화학계열 3사 모두가 롯데 화학사업의 미래를 이끌

당시 삼성은 그룹 내에서는 후순위 사업이던 화학분야에 대해 자체 전문역량이

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롯데의 간판을 달고 본격적인 경영에 돌입하게 되었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반면에 롯데는 석유화학 분야

다. 롯데의 중화학사업을 대표하는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롯데가 추구하는 화학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화학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고 석유

사업 재도약에 보조를 같이 하게 된 것이다.

화학 외의 영역에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글로벌시장 진출도

사명을 변경한 롯데BP화학은 곧바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경영체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수협상 과정에서 자칫 계약이 결렬될 위기가 찾아오

를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2016년 3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롯

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신동빈 회장이 인수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협상이 성사되

데상사 대표이사이던 김영준 부사장을 롯데측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영준 신임

었다.
삼성의 화학계열 3사를 인수함에 따라 롯데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화학회사로
도약할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석유화학부문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
에 따라 롯데는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더욱 강한 글로
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유통 중심 기업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기업이미지를
중화학 중심의 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롯데는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중심기업으로 부상하면서 화학부문과 유통
부문을 양대 축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확고하게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롯
데를 창업할 당시 신격호 명예회장이 구상했던 기간산업 투자의 꿈도 마침내 그
결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롯데BP화학 서울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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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공학 석사를 취득한 화학전문 인재로, LG화학,
BASF 등 석유화학기업과 유명 컨설팅사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이었다.
또 롯데 미래전략센터장과 롯데쇼핑 경제경영연구소장, 롯데상사 대표이사를 역
임한 바 있는 전략가형 전문경영인이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롯데BP화학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합작파트너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구조를 혁신하는 개혁
의 적임자로 평가되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16년 11월 1일에는 BP그룹의 허성우 대표이사가 롯데BP화
학의 BP측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허성우 대표이사는 일찍부터 BP에 입사하여
경력을 쌓은 정통 BP맨으로 글로벌 화학시장에 밝은 마케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두 대표이사는 새로 시작된 롯데와 BP의 협력관계 정착과 합작사업 발전을 위해

―
경영설명회

상호 협력하고 있고,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재수립하였다.
롯데BP화학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역량과 시장환경, 그리고 조직문화 등 경
영현황 전반을 면밀히 분석했다.

03

그리고 2016년 4월, ①PMI 시행, ②사업구조 조정, ③원가경쟁력 강화 및 성장프

통합·성장 위한 ‘3대 전략과제’ 수립

략과제’로 설정했다. 회사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로젝트 추진 등 3가지를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3대 전

야 할 경영방향을 이 3가지 과제로 압축한 것이다. 이는 새 경영진에게 주어진 최
‘3대 전략과제’ 도출

우선적인 숙제이기도 했다.

롯데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롯데BP화학은 김영준 대표이사 취임을 계기로 인

롯데BP화학은 3대 전략과제에 맞춰 경영체제 전반을 재정비하는 작업과 지속가

수과정에서 다소 어수선해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작업

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인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합리화하고 미

작업의 결과를 새 비전과 사업전략으로 명료하게 정리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

래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도 박

여 전 임직원과 공유하기로 했다.

차를 가했다. 회사의 지배구조에 변동에 생긴 만큼 조직역량을 재정비하고 향후 회
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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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후 기업통합 (PMI : Post-Merger Integration)

이러한 방침에 따라 롯데BP화학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며 추구해야 할 새로운 비전

롯데BP화학이 3대 전략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며 가장 시급하게 추진

과 핵심가치를 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새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

하기로 한 것은 PMI(Post-Merger Integration)이다. PMI란 인수·합병 이후의 조직

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과정을 말한다. 과거 기업 간의 M&A가 조직의 통합 혹은 통일에 실패하여
당초 의도했던 만큼의 주주가치와 경영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미연에

사업구조 조정

방지하고자 고안된 경영기법이다. 보통 조직의 비전과 경영자의 리더십, 가시적 성

롯데BP화학이 3대 전략과제 중 두 번째로 ‘사업구조 조정’을 설정한 것은 관계사인

과, 기업문화,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관리 등이 성공의 열쇠로 평가된다.

아세아아세틸스(약칭 ASACCO)와의 합병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아세아아세틸스

롯데BP화학은 인수 이후 예상되는 조직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롯데 일원으

는 1995년 5월 롯데정밀화학(당시 삼성정밀화학)이 영국의 BP케미칼, 미국의 유니

로서의 가치를 공유하여 조기에 조직통합을 이루기 위해 PMI를 추진하기로 했다.

온카바이드(Union Carbide)와 손잡고 각각 33:34:33의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초산

롯데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전 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정렬하여 미래

비닐 전문 제조기업이다.

지향적으로 조직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체계와 조직문화를 구축하

설립 이후 아세아아세틸스는 롯데BP화학이 생산하는 초산을 원료로 초산비닐을

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롯데BP화학은 상하좌우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공

생산하면서 상호 시너지를 발휘해왔다. 그러나 국내외 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초산과 초산비닐 사업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초산비닐 시장
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회를 손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2016. 04. 29. 비전 및 핵심가치 정립(창립 27주년 기념식, 김영준 대표이사)
―

불구하고 법인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신규투자에 장애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아
세아아세틸스의 3개 주주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시의적절한 투자를 단행하기
가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세아아세틸스의 지분구조를
정리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롯데BP화학과 아세아아세틸
스를 합병하여 사업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롯데BP화학은 2017년 말까지 양사를 합병하여 One Company를 실현한
다는 방침을 세우고, 아세아아세틸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롯데의 아세틸스사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성장전략 가운데 하
나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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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경쟁력 강화 및 성장 프로젝트 추진

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BP화학의 3대 전략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째 과제인 ‘원가경쟁력

롯데BP화학이 이 같은 성장 프로젝트를 구상한 것은 과거의 사업전략에 대한 반

강화 및 성장 프로젝트 추진’이다. 이는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요소이자 중

성에서 비롯되었다.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이 제

대한 성장전략이기 때문이다.

한되어 전반적인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대적인 ‘TOP 001’ 운동을 전개하

실제로 롯데BP화학은 1996년 무렵부터 사업규모가 고착화되어 아무런 확장성을

기로 했다. 원가절감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갖지 못한 채 오랫동안 현상유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2011년 초산정제탑 교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체를 통해 연산 55만 톤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한 이후에는 생산능력을 높이거나

이미 롯데BP화학은 삼성BP화학 시절, 각종 혁신활동과 T/F활동을 통해 업계 최

미래성장을 위한 아무런 프로젝트도 추진하지 않았다.

고 수준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력

그러다 보니 조직의 활력은 떨어진 채 노쇠해지는 문제점이 누적되었다. 시장에서

한 원가절감운동인 TOP 001 운동을 전개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했다. 이는 곧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

생산현장의 대대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인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했다.

한편으로는 미래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사업구조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사업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

초산 및 초산비닐 사업의 설비를 확장하여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성장 프로

와 혁신이 불가피해졌다. 보다 공격적인 사업전략을 추진하여 시장변화에 따라 공
급물량을 맞춰갈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롯데BP화학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

2011. 11. 09. 초산증산 및 에너지 최적화 프로젝트 준공식
―

끌어갈 핵심과제로 성장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그것은 롯데 인수 이후 확실히 달
라진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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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ew Vision 선포 및 성장전략 구체화
‘롯데BP화학 비전체계’ 정립

롯데BP화학은 김영준 대표이사 취임 직후 곧바로 3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PMI의
일환으로 회사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비전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비전
을 수립하여 공유하는 것은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일일 뿐만 아

Change

니라 조직통합 차원에서 공통언어(Common Language)를 구축하는 매우 시급하고

2016 - 2019

롯데와 BP의 전략도 검토해야 하고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다. 또 실질

‘아시아 최고’를 향한 개혁 시동

도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데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았다. 합작사인

적으로 비전 실현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빼놓
을 수 없었다. 함께 만드는 비전이어야 비전달성의 의지도 강해지고 실행력도 높아
지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매우 중요
했다.
롯데BP화학은 롯데와 BP의 비전체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전 임직원을 대상
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김영준 대표이사가 직접 2016년 3월 8일
부터 4월 13일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롯데BP화학은 총 14차로 나눠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할 목표, 그리고 조직문화로 정착시켜나갈 핵심가치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6년 4월 비전, 핵심가치, 전사 추진전략, 그리고
경영방침 등으로 구성된 비전체계를 완성했다. 새 비전은 ‘Asia Top-tier Acetyls
Company’로 결정되었다. 아시아 최고수준의 아세틸스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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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때 Top-tier는 단순히 외형에서의 서열이나 등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업실적을 공유하면서, “공장의 안전 유지와 안정적인 가동, 최대 가동률 유지에 최

니라 가동률과 수익성을 등 내실 측면에서도 최고수준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포함

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특히 “안전환경 사고 제로(Zero)화와 설비종합효율 100%

하는 것이었다.

를 목표로 전 임직원이 한 마음 한 방향으로 노력하여 최대 성과를 창출하자”는

모든 임직원에게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될 핵심가치(Core Values)로는 안전환경, 고

다짐도 잊지 않았다.

객중심, 책임감, 협력, 열정 등 5가지가 선정되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
지를 반영하여 ‘안전환경’을 첫 번째 덕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롯데BP화학 임직원

비전 달성 위한 ‘3대 성장전략과제’ 구체화

이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할 요소들을 선정했다.

새 비전을 선포하면서 롯데BP화학은 3대 전략과제 가운데 세 번째 과제로 설정했

전사 추진전략은, 생산 측면에서는 ①안전환경문제 Zero 및 원가혁신, 마케팅 측

던 ‘성장 프로젝트’의 윤곽도 확정했다. 앞으로 회사가 추구할 경영목표와 이를 달

면에서는 ②최대가동률 유지 및 밸류체인 강화로 정했다. 이와 함께 ①성과창출

성하기 위한 성장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방법을 정리하여 공식화한 것

을 위한 문화, ②효율적 업무방식, 그리고 ③롯데BP 인재상을 경영방침으로 정해

이다. 성장 프로젝트는 롯데BP화학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을

각 부서와 개인이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인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롯데BP화학은 2016년 4월 29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설명회를 열고 이

있는 핵심전략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롯데BP화학은 성장 프로젝트를 ‘원가경쟁력

같은 내용의 비전체계를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롯데BP화학은 2016년 1분기의 영

강화’와 ‘미래성장 프로젝트’ 두 갈래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롯데BP화학은 현장혁신활동인 ‘TOP 001’ 운동을
전사적으로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다. TOP 001 운동은 안전·환경문제 없는 공장

2016. 04. 29. 롯데BP화학의 새 비전체계

(HSE problem Zero), 비상가동정지 없는 공장(Plant Trouble Zero), 원가경쟁력 1위
공장(Cost competitiveness No.1)을 실현하여 종합생산성에서 최고의 공장이 되자는
Asia Top-tier Acetyls Company

비전

안전환경
핵심가치

전사 추진전략

경영방침

책임감

발굴하고, 각각 목표금액을 설정하여 원가절감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중심
협력

열정

생산

안전환경문제 Zero 및 원가혁신

마케팅

최대 가동률 유지 및 밸류체인 강화

성과창출을
위한 문화

효율적
업무방식

의미이다. 이와 함께 2021년까지 6년 동안 각 3년씩 2단계로 나눠 이익개선과제를

롯데BP
인재상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성장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다.
첫째, 초산공장의 생산능력을 연산 10만 톤 증설하여 전체 생산능력을 연산 65만
톤 규모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약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2019년 4월 준
공하여 가동을 시작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이를 ‘A 프로젝트’라 부른다.
둘째, 연산 20만 톤 규모의 초산비닐 2공장을 신설하여 전체 초산비닐 생산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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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래성장을 위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계획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 적극 추진

원가 경쟁력 강화
1. 전사 ‘TOP 001’ 활동 강력 전개
- 안전환경문제
- Trouble
- 원가경쟁력

성장 프로젝트 추진
1. 초산 10만 톤 증설

0

- 투자비 500억 원, IPR 30%

0

- 2019년 4월 완공 예정

No.1
2. 초산비닐 20만 톤 증설 프로젝트 추진

2. 이익개선과제 성과(2016~2018년)
- 1회성 93억 원/3년 원가 절감 실현

- 투자비 1,400억 원, IPR 23%
- 90% 승인 완료 및 2020년 말 완공 예정

- 지속성 57억 원/년 발굴
3. 연료 전환 프로젝트 추진
3. 이익개선과제 지속 발굴 추진(~2021년)
- 1회성 90억 원/3년
- 지속성 93억 원/년

-	저유황 중유(LSFO) →
액화천연가스(LNG)
- 2023년까지 연료 전환 완료

NEW 핵심가치 및 행동원칙
핵심가치 및 행동원칙 재정립

롯데BP화학이 새로운 비전체계를 정립하여 기업의 면모를 일신하고 재도약을 모
색하던 2017년 4월 3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롯데그룹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념식을 갖고 ‘New LOTTE’를 선언했다. 동시에 ‘Lifetime Value Creator’를 New
Vision으로, ①Challenge, ②Respect, ③Originality 그리고, ④Beyond Customer
Expectation 등 4가지를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New Vision은 고객의 생활 전반에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해 제공하겠다
는 의미이다. 그동안 ‘아시아 글로벌 톱10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숨 가쁘
게 달려왔지만, 이제부터는 외형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삶·가치·창조’에 무게를 두

40만 톤 규모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약 1,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2020년

고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말 완공하여 가동을 시작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이를 ‘V 프로젝트’(나중에 B

것을 천명한 것이다.

프로젝트로 개칭)라 부른다.

새로 정립한 핵심가치도 ①업무의 본질에 집중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더 높은

셋째, 2023년까지 LSFO(Low Sulfur Oil Fuel, 저유황 중유)를 저가의 친환경 청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다, ②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하고 원칙을 준수함으로

연료인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

써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③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경계를 뛰어

는 동안 이를 ‘C 프로젝트’라 부른다.

넘는 협업과 틀을 깨는 혁신을 통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창성을 만든다, ④고

롯데BP화학은 이 같은 내용의 3대 성장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경영설명회를 통해

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한

이를 전 임직원과 공유했다. 이를 계기로 롯데BP화학은 회사 전체가 성공적인 프

다는 의미를 담았다.

로젝트 완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프로젝트 추진체제로 전환했다. 롯데BP화학

그룹이 ‘질적성장’ 중심의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를 선포함에 따라 롯데BP화학도

은 이 성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5년에는 매출 1조 원, 영업이익

업(業)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핵심가치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롯데BP화학이 Asia Top-

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tier Acetyls Company라는 비전을 달성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24일 임원 8명이 모여 ‘무엇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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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로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토론하는 것으로 핵심가치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월 5일에는 핵심가치T/F도 구성하여 전 사원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전 임원 및 팀장이 모여 ‘Value

비전 · 핵심가치

Creation Workshop’을 실시하는 등 핵심가치 재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
비

전

Asia Top-tier Acetyls Company

했다. 이를 통해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4월 3일 핵심가치 및 행동원칙 수정안을 확
정했다.
새 핵심가치는 안전(Safety), 존중(Respect), 소통(Collaboration), 도전(Challenge), 정

핵심가치
Safety
① 안전은 다른 모든 핵심가치에 우선한다.
②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③ 안전은 나와 내 가족, 내 동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Respect
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② 상호 존중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③ 고객, 협력업체, 주주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Collaboration

도(Integrity) 등 5개 덕목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각각의 덕목에 각 3개씩의 행동원
칙을 도출하여 “안전은 다른 모든 핵심가치에 우선한다”는 등 총 15개 항의 행동원
칙을 완성했다. 이로써 롯데BP화학은 전 임직원이 업무수행 및 조직생활 전반에
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조직문화로 내재화할 새로운 핵심가치와 행동원칙을 갖
추게 되었다.
롯데BP화학은 새로 정립한 핵심가치와 행동원칙을 2018년 4월 12일 경영설명회를
통해 전 임직원에게 공포했다. 또 본사와 사무실 등 업무공간 곳곳에 패널을 제작
하여 설치하고 전 임직원에게 인쇄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심
가치를 전파했다.

①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시너지를 창출한다.
② 자유롭게 소통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
③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Challenge
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②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한다.
③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발굴한다.

03
유연하고 창의적인 새 기업문화 조성

Integrity
① 기본과 원칙 그리고 법을 준수한다.
② 스스로 타협하지 않는 윤리의식을 견지한다.

새 기업문화의 기본방향 정립

③ 기업 구성원으로써 본분을 다하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한다.

롯데BP화학이 미래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업문화이다. 특히 김영준 대표이사는 취임 초부터 새로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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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면서 한편으로는 롯데의 기업문화를 접목하여, 궁극적으로는 롯데BP화학만
의 미래지향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롯데BP화학이 구상한 새
기업문화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그러면서도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를 만들
겠다는 것이다.
2018년도 한마음 등반대회

롯데가족 한마음 대축제

경영설명회·간담회·워크숍 통한 소통 확대

새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구성원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
로 대화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소통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대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

제17회 동강건강마라톤 대회

―
롯데BP화학 기업문화

표적인 것이 바로 ‘경영설명회’이다.
경영설명회는 회사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사업실적, 사내 정보 등을 전 임직원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롯데BP화학은 가급적 많은 경영정보를 있
는 그대로 공유하여 구성원들이 회사가 처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인식하고 자

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훌륭한 기업문화는 회사의 성과 창

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경영설명회라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구성원

출에 기여하는 내재화된 동력으로서, 위기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할 뿐 아니라
TOP 001 운동과 미래성장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려면 결국 기업문화가 바탕
이 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롯데BP화학은 “기업문화는 경영의 소프트웨어로서 성과를 창
출하는 ‘뿌리’와 같은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회사가 거두
고 있는 성과(과실)는 최소한 수년 전에 뿌리를 강화한 결과이므로, 향후의 성과
는 지금 뿌리를 얼마나 잘 가꾸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 뿌리가 바로 기업
의 비전·핵심가치, 그리고 인재양성·기업문화의 두 축이라는 게 롯데BP화학의 기
본적인 신념이었다.
롯데BP화학은 김영준 대표이사의 진두지휘 아래 새 기업문화 조성에 각별한 노력
을 기울였다. 삼성BP화학 시절에 조성된 기업문화 가운데 강점이 있는 문화는 계

2016. 06. 16. 경영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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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 만들기, 좋은 회사 만들기, 핵심가치 재정립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워크
숍과 간담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2016년 3월 8일 시작하여 한 달여간 계속된 간담회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
견을 듣고 저마다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물론 기업문화 전
략을 설정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비효율적인 업무관행, 자율성 부
족, 권한 위양 미흡,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조직문화의 변
화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과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작은 혼란조차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임직원과 협력업체에게 두터운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충정어린 의견도 있었다.
―
2017. 12. 경영설명회 문화예술 공연(밴드 피타)

간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해 4월 롯데BP화학은 앞으로 추구해나갈 핵심가치
와 기업문화의 방향을 담은 ‘경영방침’을 확정하여 비전체계에 반영했다. 경영방침
은 ①성과창출을 위한 문화, ②효율적 업무방식, ③롯데BP 인재상 등 3가지로 정

들과 주요 경영정보를 폭넓게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함은 물론, 구성원들이

했다.

회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롯데

성과창출을 위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정한 평

BP화학의 판단이었다. 롯데BP화학은 2016년 4월 29일 첫 경영설명회를 개최한 이

가·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주의 문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 업무방식을

후 격월 단위로 경영설명회를 개최했다.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및 개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고, 일하는 방식을

경영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지역사회의 공연예술인들을 초청하여 문화공연 행

혁신하며, 벽 없는 조직(Wall-less organization)을 추구하여 원 컴퍼니(One company)

사를 열었다.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꾀하는 동시에, 경영설명회가 갖는 무거운 느낌

를 실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롯데BP 인재상은 롯데BP화학의 비전과 기업문

을 희석하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회사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공유하자는 의도였

화에 부합하는 인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이 비전 실현을 위해

다.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예술인들을 후원하여 지방문

헌신할 수 있도록 핵심가치를 내재화하는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롯데BP화학에서는 성과 창출, 일하는 방식 효율화, 핵심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은 구성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워크숍, 간담회,

가치 내재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문화 개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설문조사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다. 수시로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의견
을 듣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롯데BP화학은 2016년 3월 8일부

‘벽 없는 조직’으로 One Company 구현

터 4월 14일까지 핵심가치 도출을 위해 실시한 전 사원 간담회를 비롯하여, 벽 없

경영방침을 통해 향후 추구할 기업문화의 방향을 설정한 롯데BP화학은,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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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구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벽 없는 조직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
했다. 벽 없는 조직 만들기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갈등요소를 불식하고 화합과 협
력의 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존중과 협력에 바탕을 둔 공동체문화를 조성
하고자 한 것이다. 롯데BP화학은 2016년 4월 29일 열린 경영설명회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전 임직원에게 공표했다.
벽 없는 조직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롯데BP화학은 One Company 구현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갈등’으로 규정하고, 조직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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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워크숍 토의 주제 현황
차수

주제

시기

1차

One Company를 위한 리더의 역할

2016. 06.

2차

리더가 일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2016. 11.

3차

지표로 보는 LTBP 조직문화 & 리더십

2017. 07.

4차

통합 LTBP 질적성장을 위한 리더의 역할

2017. 11.

- LTBP New 핵심가치 및 행동원칙 도출
5차

-	Flexible Time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2018. 03.

HR 이슈 토의
6차

리더들의 핵심가치 실천 강화

2018. 11.

로 했다. 이를 위해 갈등의 범주를 크게 주주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부서 간
의 갈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에 맞춰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갈등관리를 시
작했다.

론 그 이후에도 주요 현안에 대해 상시 협의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제

먼저, 주주 간에는 경영전략의 차이 혹은 경영철학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 경

도화한 것이다. 그 결과 롯데와 BP 간의 이해가 넓어지고 우호적 협력관계가 크게

영철학과 사업의 방향성, 신사업 추진전략 등 각종 경영현안을 주주들이 서로 공

증진되었다.

유하고 조율하는 기회를 확대했다. 비전과 사업전략을 합의하여 확정한 것은 물

계층 간에는 직급 및 가치관의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직
급과 세대의 차이를 떠나 격의 없이 대화하고,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며, 직

2017. 11. 23. 리더스 워크숍
―

급의 구분 없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경영설명회를 활성화하고, 리더 코칭, 워크그룹 미팅 등을 도입했
다. 리더 코칭은 ‘위에서부터 변화한다’는 취지에서 임원과 팀장급 간부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소통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으로, 2016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또 부서 간에는 상호 견제가 과하게 이루어지거나 R&R(역할과 책임)의 차이로 인
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팀워크 강화, 커뮤니케이션 스킬 제고,
정보공유 확대 등의 방식으로 갈등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의 R&R
을 재정립하고, 타운미팅(Town Meeting) 방식의 ‘리더스 워크숍’에서도 심도 깊게
노력했다.
리더스 워크숍은 임원·팀장 및 간부급 관리자들이 모두 모여서 특정 주제를 놓고
분임조 토의 방식으로 리더의 역할과 회사의 나아갈 방향 등을 토의하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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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다. 2016년 6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One Company
를 위한 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처음 실시된 이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차례
실시되었다.
이처럼 롯데BP화학은 소통과 존중의 자세를 기반으로 One Company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이러한 노력은 롯데BP화학이 삼성에서 롯데로 간판
을 바꿔 다는 전환기에도 별다른 동요나 혼란 없이,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변화관리에 전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업무효율화 및 리더십 코칭 통한 성과중심문화 조성

‘성과 창출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었다. 2017년 1월 롯데BP

―
롯데BP화학 집중근무실(서울 사무실)

화학은 그 해의 경영기조 가운데 하나로 ‘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문화 정착’을 내세
우고 성과중심문화를 정착하는 데 힘을 쏟았다. 2016년 한 해 동안 전개한 벽 없

는 조직 만들기의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 및 일하는 방식(Working
Style) 개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롯데BP화학 서울 사무실 전경
―

롯데BP화학이 추구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문화’란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말한다. 즉, 효율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업무프로세스를 제거하고 합목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최
대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업무문화이다. 이를 통해 업무처리의 속도와 업무품질을
동시에 높이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최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연하
고 창의적인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롯데BP화학의 의지였다.
이를 위해 롯데BP화학은 먼저, ‘효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는 근
무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자율출근제, 자율좌석제, 유연휴가
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했다.
자율좌석제는 지정된 자리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좌석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동료 간의 소통과 협업,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 개인의 여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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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스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각종 휴가를 개인의 필요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코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해 11월부터는 리더 개개인의 역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유연휴가제는 조직에 유연성을 부

량과 담당조직의 현안을 감안한 밀착 코칭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1대1 코칭 방식

여하고 개인에게는 자율과 창의를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각 리더의 역량과 리더십 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코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고문화도 이메일 보고, 결재 간소화, 1페이지 보

칭이 이루어짐으로써, 각 리더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고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진취적인 기업문

이메일 보고는 자료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기존의 보고절차를 지

화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양하고, 요점 중심의 간략한 메일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메일로 보고를 받은 상사도 본문과 자료를 검토한 후 메일로 피

컴플라이언스

드백하거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업무효율과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롯데BP화학은 유연한 기업문화와 인재양성을 통해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

또 결재 간소화는 결재라인을 간소화하여 24시간 내에 전자결재가 완료될 수 있

업문화 전략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한편으로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경

도록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는 보고체계를 말하며, 1페이지 보고 역시 형식에 치중

영)를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하는 프리젠테이션 형식의 보고서 대신 명확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점 중심의 1

컴플라이언스는 사전적인 의미로 법규의 준수를 말하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페이지 보고서를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이 모두가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

(Compliance Program, CP)은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서 위험관

을 맞추고 있다.

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요소를

업무효율화 방침은 롯데BP화학의 업무문화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

사전에 제거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다. 무엇보다도, 업무 중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프로세스들을 개선함으로써 모

롯데BP화학은 2016년 3월 컴플라이언스팀을 준법경영팀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

든 구성원이 변화를 체감하게 하는 효과를 만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가 업

감사팀의 윤리경영 관련업무를 이관받아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일원화했다. 이에

무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신의 직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성과중심의

따라 준법경영팀은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 준법경영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

업무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할 뿐만 아니라, 조사·지단·점검 등의 감사 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중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9월에는 청렴한 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반부패 활

2016년 5월부터 임원·팀장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운

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기로 하고, ‘부정청탁금지 등 반부패 준법 규정’과 ‘거래

영했다.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은 외부전문가 혹은 선배 임원을 코치로 초빙하여

선 선물 처리 규정’ 등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임원·팀장급 리더의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부하직원의 육성 및 조직의 성장에

개인의 컴플라이언스 준수의 총합이 곧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라는 인식 아래 개개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인의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3~7명을 그룹으로 편성하여 그룹별로 1명씩의 전담코치를

2017년 들어서는 새해 경영기조 가운데 하나로 ‘준법경영’을 제시하고, 롯데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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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기준 손익개선과제 추진 현황

다. 또 2017년 신설된 롯데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가 수립한 준법경영 방침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4월부터는 전 임원을 대상으로 하여 컴플라이언스 미팅

68(예상)
누적금액(억 원)
누적건수(건)

(Compliance Meeting)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롯데BP화학의 주요 컴플라

53

이언스 이슈에 대하여 논의도 하고 경영진이 준법경영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거

126
104

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막고자 회사의 영업활동 전반에 관련한 준법교육을 진
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롯데BP화학은 경영진이 관련 법규를 모르거나 소홀

169(예상)

43

14

히 하는 바람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컴플라이언스를 한
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1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4

이에 따라 롯데BP화학은 주로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

‘TOP 001’ 및 손익개선과제 실행

라서 TOP 001의 성공 여부는 1차적으로는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고, 그 다

당 조직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

음에는 이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탐구하여 적용하는 현장개선활동에 달려 있
‘TOP 001’ 출범 선포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3년 동안 약 100억 원의 손익개선 성과를

새롭게 출범한 롯데BP화학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TOP 001’ 운동을 시작했다.

창출하기로 했다.

TOP 001은 Total productivity number One Plant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①안전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롯데BP화학은 과제의 범위를 생산량 증대, 에너지

공장(HSE problem Zero), ②비상가동정지 없는 공장(Plant Trouble Zero), ③원가경

절감, 수율 향상, 비용 절감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2016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과

쟁력 1위 공장(Cost competitiveness No.1)을 실현하여 종합생산성에서 최고의 공장

제발굴을 시작했다. 과제를 발굴하는 방법으로는 구성원의 제안, 타사 우수사례

이 되자는 의미를 담은 프로젝트명이다.

분석, 신기술 조사 및 타당성 검토, BP 기술교류회(TEM)에서의 논의주제 등 가능

롯데BP화학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아세틸스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 모든 채널을 동원했다. 또 시니어급 엔지니어들의 토론회를 열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에서도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TOP 001 운동을 기획한

외부 컨설팅을 통한 과제발굴도 시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굴된 과제는 그 성

것이다.

격에 따라 수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실행해야 할 지속성 과제, 단 한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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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1회성 과제, 그리고 기술검증 및 경제성 여부를 검

이에 따라 개선과제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 말에는

토할 아이디어성 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했다.

완료한 과제를 포함하여 지속성 과제 45건, 1회성 과제 8건 등 총 53건의 과제를

그 결과 2016년 9월 30일, 1차로 36건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 중에는 생산량 증

수행할 정도가 되었다. 또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126억 원의 손익개선효과를

대 과제가 4건, 에너지 절감 과제가 19건, 수율 향상 과제가 4건, 그리고 비용 절

거둔 것을 비롯하여 2019년 6월까지 43억 원을 추가로 달성할 것으로 예측돼, 당

감 과제가 1건이었다.

초 목표했던 150억 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롯데BP화학은 이들 과제를 가지고 TOP 001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2016년 10
월 20일 경영설명회를 통해 ‘TOP 001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목표금액도 당초의

‘공정 스팀망 최적화’ 등 우수사례 속출

100억 원에서 5억 원이 늘어난 10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1월 3일에는 이사회

TOP 001을 통해 실행한 개선과제 가운데는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로 꼽힐

에도 보고하여 이 운동이 최고경영진은 물론 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

만한 우수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7년 4월 완료한

래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 스팀망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초산 공정에서 생성된 폐열을 추가 회수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에너

손익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 가속화

지를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운전 중인 MVR 대

TOP 001은 전사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롯데의 이름으로 새출발하면

신 새로 Steam Blower 2기를 설치하여 510kWh의 전력을 절감하고, 초산비닐 공정

서 조성된 심기일전의 분위기, ‘벽 없는 조직’을 추구한 기업문화 개선활동의 효과,
그리고 초산과 초산비닐 생산설비 증설로 대표되는 성장 프로젝트들이 가져올 미
래에의 기대감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혁신활동에 열정을 쏟게 만든 것이다.
그 결과 TOP 001은 실행 초기인 2017년 2월 말 기준으로 21건의 과제를 완료하고
15억 원의 손익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자 2017년 3월 1일 롯데BP화학은 TOP 001의 손
익개선 목표액을 3년간 150억 원으로 증액하고, 2019~2021년 3년 동안에는 180억
원의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최적화팀’을 신설하여 개선과제 발굴 및 추
진 업무를 전담하여 담당토록 했다. 최적화팀은 발족 즉시 공정개선을 위한 분야
별 전문가 초빙 기술워크숍 실시, 원가절감 신기술 관련 세미나·학회·기술발표회
등 참가, 타사 벤치마킹, BP와 공동 기술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업무를 시작했다.

2017. 05. 12. 합성가스 냉각기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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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압스팀 사용을 위한 리보일러를 추가 설치하며, No.2 CO공정의 폐수를 회수

코일온도가 상승하고 코일 내부 유속증가에 의한 침색이 발생한 것은 물론 스팀발

하여 순수를 예열하기 위한 판형열교환기를 새로 설치하여 스팀을 추가 확보함으

생기 장기 사용에 따라 코일 외부에 점식 부식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따

로써 연간 11억 원의 전력 절감 및 스팀 판매비용을 확보했다. 기존 MVR에서 승

라서 공정안정 운전을 위해서는 합성가스 냉각기 교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처별 최적압력으로 승압하는 Steam Blower를 설치함

이에 롯데BP화학은 2017년 정기보수 시에 No.2 CO 합성가스 냉각기와 부속설비

으로써 전력 절감을 이뤄낸 것이다. 또 버려지는 폐수의 열을 활용하여 No.2 CO

(슬래그 저장조, 내화물, 냉각수 순환 펌프, 연결배관 등)들을 교체했다. 동시에

공정에 공급되는 순수(DMW)를 승온한 것도 에너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

코일 설계 및 재질을 변경하고 슬래그 저장조 용량을 증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가

초산반응기에 배출가스 회수 압축기를 설치하여 초산 제조변동비를 절감한 프로

스 냉각기 코일 및 출구 온도는 저급 중유 사용 시에도 안정되게 되었고 고압스팀

젝트도 큰 성과를 남겼다. 초산은 주원료인 CO와 메탄올이 고온·고압의 초산반

의 추가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응기에서 고온·고압의 운전조건에서 촉매와 같이 카보닐레이션 반응으로 생산되

창립 이래 롯데BP화학은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BP 초산 합작사 중에서

는데, 반응기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생성된 CO2와 메탄 같은

도 단연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구현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에너지 절감 노력은

가스성분들을 반응기에서 제거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배출되어 사라지는

대부분이 스팀 절감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스팀 절감은 사실상 한계에 달한 상황이

가스 중에는 75% 이상이 원료로 쓰이는 CO이고 CO2와 메탄 등의 가스성분은

었다. 따라서 이제는 전력 절감이 절실해졌다. 더구나 향후 원자력 발전의 축소, 미

2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CO를 회수한다면 원가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세먼지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의 제한, 고비용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 상승 등으로

것이다.

인해 전력단가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전력 절감은 매우 긴요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롯데BP화학은 배출가스 회수 압축기라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여 설치

전력 절감을 위해서는 공장설비들이 어떠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했다. 한 차례의 실패를 딛고 2016년 5월 성공적인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했다. 롯데BP화학은

과 롯데BP화학은 반응기 배출가스 회수를 통해 시간당 400kg의 CO를 절감할 수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관계, 즉 에너지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공급처와 수요처를

있게 되었다. 이는 초산의 제조변동비를 절감하고 CO 판매 증가 시 계획된 초산

최적으로 연결하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스팀망 최적화를

감산생산보다 많은 초산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7년 4월 완료한 ‘No.2 CO 합성가스 냉각기 교체를 통한 설비효율 향상 및 에너

2016년 현재 롯데BP화학은 4개의 제품생산 공정과 1개의 유틸리티 공정으로 구성

지 절감’ 프로젝트도 빠질 수 없다. 지난 1997년에 설치된 No.2 CO 합성가스 냉각

되어 있었다. 이 중 2개의 CO공장은 반응열을 활용하여 고압스팀을 생산하고 초

기(Syngas Cooler)는 반응기에서 발생된 합성가스를 보일러 물을 이용하여 냉각시키

산공정은 폐열을 활용하여 저압스팀을 생산하고, 부족분은 보일러 및 UPSC를 통

는 동시에 스팀을 발생시키는 설비이다. 원래는 납사 사용 전용 설비로 설치되었으

해 공급받고 있었다. 반면에 초산비닐 공정은 반응부에서 스팀을 생산한다. 하지

나 원료를 중유로 변경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중유 중에 있는 회분, 중

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초산공정 등 외부로부터 스팀을 도입하여 사용

금속 등에 의해 막힘이 발생하여 열교환 효율의 저하를 야기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하는 형편이었다. 그렇다면 초산비닐에서 필요로 하는 스팀의 조건과 초산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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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는 스팀의 조건을 재배열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겠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

별할 만큼 사람이 주축이 되는 안전문화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사고예방을 위한

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다양한 기술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나가는 지속적 관리

하지만 초산공정의 폐열 스팀은 압력이 낮아 MVR(스팀 압축기)을 이용하여 스팀

가 절실하다.

을 승압한 후 초산비닐 공정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기

롯데BP화학은 1989년 공장 건설 당시부터 ‘영원한 무재해 사업장’을 표방하며 BP

존 MVR보다 효율이 높은 Steam Blower(스팀 송풍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

의 ‘선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안전·환경관리는 특히

었다. Steam Blower를 통해 초산공정의 스팀 생산을 재배열하면 기존 MVR을 정지

생산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정착되었고, 구성원들의 안전의식도 매우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된 것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찍부터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무재해 5,000일 달성이라는

검토 결과 Steam Blower 2기를 초산공정의 스팀 발생원(증류컬럼)에 각각 설치하고

성과를 낳기도 했다.

그 사용처(초산비닐 공정 및 LLPS header)를 재배열하면 기존 MVR의 전원을 끌

2016년 4월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를 선포할 때도 롯데BP화학은 ‘안전’을 가장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투자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돼,

중요한 가치로 천명했다. 5대 핵심가치의 제1덕목으로 ‘안전’을 제시하면서 “안전

버려지는 폐수의 열을 활용하여 No2 CO 공정에 공급되는 순수(DMW)를 승온할

은 다른 모든 핵심가치에 우선한다”고 선언했다. 또 선진 HSE(Health, Safety &

수 있도록 추가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Environment)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최고경영층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에너지 네트워크 최적화 및 버려지는 폐열 회수 아이디어를 반영한 이 프로젝트는

했다.

2016년에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7년 정기보수 시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현재 정
상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힘든 난제인 전력 절감을 실현한 것
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었다.

05
안전·환경 최우선의 공장문화 구축
안전문화 정착 위한 활동 확대

화학공장에서의 사고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 때문에 화학공장은 특

안전관리(공정안전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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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 정책에 따른 롯데BP화학의 안전관리 노력은 자율 안전경영 체제 정착, 적극
적 사고예방 활동 전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 확보, 그리고 공장 안
전·안정 가동 등을 목표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기마다 공장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강조 주간이다. 이 기
간에는 안전 수준 향상 워크숍, 사고사례 전시회, 퀴즈 대회, 출근 시 안전다짐
캠페인 및 비상대응 훈련 등을 전개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특
히 안전 강조 주간 중에 건의되는 안전 관련 사항들은 반드시 피드백을 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개선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했다.
모든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 안전관
찰 프로그램인 SOC(Safety Observation & Conversation) 기법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운전원의 불안전한 행동을 관찰하는 한편,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

―
소방 훈련

고 있다. 또 공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에 작업안전분석(JSA) 기법을 적용
하여 잠재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했다.

전관리 데이터도 누락 없이 온라인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석유화학 장치산업에 특화된 안전교육 교재를 운영함으로써 한층 효율적이

2016년 2월에는 생산 운전원과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시뮬레이터

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문화 컨설팅을

(OTS, Operating Training System)를 도입해 운전원들의 운전능력과 비상상황 대응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OTS는 공정 운전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운전원의 스
킬을 학습할 수 있게 한 첨단 교육시스템이다.

안전관리 시스템 및 운전원 교육시스템 도입

당시 롯데BP화학은 숙련된 공정 운전원들의 세대교체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안

롯데BP화학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안전관리 수준을 고도화하기

정적인 운전기술 전수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운전기술 전수를 위해서는 공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매년 총 투자

정을 직접 운전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직접 체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액의 15% 이상을 안전 부문에 투자하도록 제도화했다.

공장운전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전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은 아주 오랜 시

이러한 노력의 산물 가운데 하나가 기술자료관리시스템이다. 기술자료관리시스템

간을 필요로 하거나 공장의 안전·안정 가동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은 변경 관리, 도면 관리 등 화학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안전 자료를 실시간으

이에 롯데BP화학은 실제 공정을 운전하지 않고도 운전기술을 전수하고 훈련할 수

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롯데BP화학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있는 운전원 교육시스템 OTS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운전원들은 단기간에 숙련된

기술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위험성 평가, 가동 전 점검 등의 안

선배 운전원의 지식과 경험, 운전 스킬과 노하우까지도 충실하게 배워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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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상 혹은 비정상 운전상황도 직접 경험함으로

하여 운전원은 안전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법규 및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써 비상 시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도 도입

이를 계기로 설비 점검업무와 일상 보전업무를 운전원이 자체 수행하는 능

했다.

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전원 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전 운전원이 담당

이어서 전개한 TOP 001 운동에서는 ①안전한 공장(HSE problem Zero), ②비상

공정 외에 타 공정의 운전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다공정 운전(Multi skill)

가동정지 없는 공장(Plant Trouble Zero), ③원가경쟁력 1위 공장 등을 3대 목표로

교육을 2016년 완료함으로써 설비운전의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

설정함으로써,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손익개선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을 마련했다.

했다.

이 밖에도 롯데BP화학은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관리시스

2018년 6월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안전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전 임직

템을 구축해 신규 화학물질 입고 시 안전 환경법규 검토 후 입고될 수 있도

원이 핵심가치의 제1덕목인 ‘안전’과 회사가 제정한 ‘안전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서약

록 했다. 또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추이를 관리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반영

하는 행사이다. 롯데BP화학은 모든 구성원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안전을

하고, 화학물질 취급자 이력관리를 통해 작업자의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독려하고자 이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IT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관리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기획했다.
이처럼 롯데BP화학은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안전문화 확산·

안전·환경 최우선 정책 강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노력과 그 성과를 인정받아 한

2017년 들어 롯데BP화학은 ‘안전제일·무결점 정기보수’를 새해 경영기조 가

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그뿐만

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철저한 안전환경사고 예방대책의 수립에 나서는 등

아니라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환경부 녹색기업 인증도 받음으로써 HSE 실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에 앞장서는 기업임을 입증했다. 2017년 7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정 안전관리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된 제5기 TPM 활동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낭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최우수 등급인 P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비 없는 공장’을 TPM의 비전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기본활동 체질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사고 없는 공장이라는 자긍
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 안전·안정을 체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
일환으로 성공적 정기보수 및 선행보전 체제를 구축하고, 2018년까지 설비·
프로세스에 대한 총점검을 실시하여 공장설비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또 스팀트레싱 상태, 보온, 부식, 장마 대비 배수시설 점검 등 월별로 테마
를 정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생산팀 내에 안전작업 관리전담 인력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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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세아아세틸스 합병, 통합법인 출범
아세아아세틸스 합병 배경

롯데BP화학은 2016년 초 수립한 ‘3대 전략과제’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아세아아
세틸스와의 합병을 추진했다.
아세아아세틸스(ASACCO)는 롯데정밀화학과 BP케미칼, 그리고 미국 다우케미칼
의 자회사인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가 각각 33:34:33의 비율로 출자하여
1995년 5월 18일 설립한 초산비닐 제조업체이다. BP는 기술을 제공하고 다우는 동
남아 등지에 수출 마케팅을 담당했으며, 롯데(당시 삼성)는 제조, 운영, 국내 판매
역할을 롯데BP화학이 수행하게 되었다. 아세아아세틸스는 1996년 8월 15만 톤 규
모의 초산비닐 생산공장을 준공하여 생산을 시작한 이후 국내 초산비닐 시장의
90% 가량을 공급하며 이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아세아아세틸스는 실질적으로 롯데BP화학의 한 사업부문과 다를 바 없는
기업이었다. 3자 합작사로 세워졌지만 포괄적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롯데BP화학이
제조는 물론 구매, 판매, 경영지원 등 사실상 경영 전반을 수탁 운영해왔다. 또 아
세아아세틸스는 롯데BP화학의 초산제품을 공급받아 초산비닐을 생산하는 구조였
으므로 상호 연관성도 매우 높았다. 아세아아세틸스가 구매하는 초산 물량은 롯
데BP화학의 전체 판매량 가운데 25%를 차지했다. 롯데BP화학 아세아아세틸스의
사업장이 롯데BP화학 부지 내에 있다는 점도 사실상 한 회사처럼 생각되는 요인
이었다.
이처럼 양사가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처럼 운영되었지만 법인이 달라 사업운영에 여
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시장상황에 맞춰 신규투자를 단행하기에도 어려움이 따
랐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점 때문에 항시 이해상충관계가 존재했다. 모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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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해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항

는 보통주식 66만 주를 매입하여 임의

상 집중감시의 대상이어서, 양사 간 초산 공급가격과 토지 임대가격 등의 적정성

소각하기로 의결했다.

문제가 존재했던 것이다.

아세아아세틸스는 229억 원을 들여 유

롯데BP화학과 아세아아세틸스의 합병은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 해소하고 초산비닐

니온 카바이드가 보유한 자사주 전량

사업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
아세아아세틸스 CI

을 매입하여 2017년 4월 18일 소각 처리
했다. 이에 따라 아세아아세틸스의 발
행주식총수는 134만 주로 줄어들었고,

합병의 의의와 그 효과

롯데BP화학과 아세아아세틸스의 합병은 2017년 3월 16일 아세아아세틸스가 정기

자본금도 200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감자되었다. 자연히 롯데정밀화학과 BP케미

주주총회에서 유니온 카바이드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공식화되었다.

칼의 지분율은 49.25%, 50.75%로 각각 조정되었다. 마침 유니온 카바이드의 모회

이날 아세아아세틸스는 총 발행주식 200만 주 중 유니온 카바이드가 소유하고 있

사인 다우케미칼이 듀폰과 합병을 추진하며 비주력사업을 정리하는 중이어서 주
식 매입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그 이후 롯데BP화학과 아세아아세틸스는 합병을 목표로 양사의 주식가치비율을

아세아아세틸스 합병 목적 및 효과

산정하고 당국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
롯데BP화학과 아세아아세틸스는 2017년 4월 Dow exit 이후 주주사 지분율이 거의 동일해짐
→ 이에 롯데BP화학이 운영대행하고 있는아세아아세틸스와의 합병을 추진

이어 10월 27일 양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의결하고, 11월 29일자로 합
병했다. 통합법인의 사명은 롯데BP화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양사가 합병함에 따라 통합 롯데BP화학은 2018년 기준 매출액 7,000억 원대, 자산

1. 지분구조 현황

4,700억 원 규모의 아세틸스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했다. 무엇보다도 초산과 초산비

롯데정밀화학
49.0%

33% → 49.25%
(33% → Exit)

롯데BP화학

아세아아세틸스

DOW exit

닐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여 일관생산체제를 갖추는 것은 물론 사업 포트
폴리오의 상호 보완으로 수익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롯데BP화학은 더욱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대외적으

51.0%

34% → 50.75%
BP Chemicals

로도 신용도가 크게 높아져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에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미래 도약을 위한 성장전략도 속

2. 합병 효과
① 사업 포트폴리오 상호 보완으로 수익 변동성 감소, 대외 신용도 제고
② 롯데BP화학-아세아아세틸스 간 초산 이전가격 등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한 세무리스크 제로화

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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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Harvey)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북미지역 공장들의 가

안정적 판매기반 구축 및 수출시장 다변화

이후에는 CO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이렌케미칼(Dairen Chiemical), 셀라니즈

동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초산 및 초산비닐의 국제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Celanese Corporation) 등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겨난 가운데 중국
초산·초산비닐시장 호황 국면 전환

내 PTA 시황이 호조를 보이며 초산·초산비닐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었다. 또 더

2016년 롯데BP화학은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하

이상의 초산 및 초산비닐 신·증설 프로젝트가 없는데도 중국에 신·증설된 대규

락을 감수해야 했다.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8% 가량 줄어든 670억 원에

모 PTA 및 EVA 생산공장들이 연이어 가동에 들어가면서 초산·초산비닐 사업은

머물더니, 연 매출액도 전년도의 4,622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4,013억 원을 기록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한 것이다. 무려 13%가 줄어든 수치였다. 영업이익도 1분기 112억 원을 기록한 데

한편으로는 롯데BP화학 내부의 한층 강해진 경쟁력과 기업체질이 큰 몫을 했다.

이어 연간으로는 무려 42% 가까이 줄어든 359억 원에 머물렀다. 2년 연속 마이너

롯데BP화학은 시황 변화에 대비하여 전사적으로 TOP 001 운동과 손익개선과제

스 성장을 한 것이다.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업계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100%

이처럼 실적이 악화된 것은 유가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의 영향이 가장 컸다. 또

수준의 설비종합효율을 달성했다. 또 국내외 신시장 개척과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

중국산 초산제품이 공세적으로 국내시장에 유입돼 시장점유율이 떨어진 것도 영

하여 마켓 리더십을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이 더해지면서 롯데BP화학은 기대 이

향을 미쳤다.

상의 성장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다행히 2017년 들어 시장상황이 급격히 호전되었다. 상반기에만 해도 호전의 기미
가 보이지 않았으나, 7월을 분기점으로 급격히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포장 제품 기반으로 수출 확대

10월에는 초산과 초산비닐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세틸스사업의 최대 호

초산 및 초산비닐 시장의 마켓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롯데BP화학은 수출 확대

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시황이 반등했다. 2017년 초 1톤당 420달러로 바닥을 찍

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롯데BP화학의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2009년 이

었던 판매가격도 연말에는 570달러로 급등해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후 본격적으로 소포장 시장에 뛰어들면서부터였다. 소포장 수출이라는 틈새시장

이에 따라 2017년에 롯데BP화학은 5,2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5,000억 원대 매출

을 개발하면서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물량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을 회복했고, 영업이익도 목표의 2.2배에 달하는 770억 원을 기록하여 13%대의 영

2016년의 불황기에도 롯데BP화학의 수출이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이어간 것도 소

업이익률을 회복했다. 경기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실적이 개선되자 2018년에는

포장 수출 덕분이었다. 2016년 롯데BP화학은 총 17만 7,000톤의 초산제품을 수출

아세아아세틸스의 초산비닐 매출을 포함하여 7,000억 원대의 매출과 2,000억 원대

했는데, 그중 38%인 6만 8,000톤이 소포장 수출이었다.

의 영업이익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롯데BP화학은 국가별로 소포장 대리점에 판매권을 부여하고, 해당 국가의 연간

이처럼 시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17년 8월 북미지역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하비

판매량을 상호 협의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 지역 판매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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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EU 내 수입자나 등록 대리인을 통해 의무적으로 유럽화
학물질청(ECHA)에 해당물질을 등록해야 한다.
롯데BP화학은 초산비닐에 이어 초산제품에 대해서도 REACH 등록을 완료함으로
써 소포장 제품을 유럽시장에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장기계약을 통한 판매량 증대와 안정적 판매기반 구축

소포장 제품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해외수출이 증가하는 동안 국내시장의 매출도
2017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주춤하는 동안 공세적인
마케팅을 펼쳐 판매물량을 늘려나간 것이다. 롯데BP화학은 판매기반을 더욱 공고
―
초산 소포장 제품 출하

히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고객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기존 고객과 우
호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높이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2017년 11월에는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방식은 판매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수출물량이 증

선박운송 협력사인 효동선박의 100만 톤 무사고 운송 경력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

가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에 힘입어 2017년에도 롯데BP화학은 7만 1,000톤의 소포
장 수출을 달성하여 소포장 수출을 시작한 이후 9년 연속 판매량이 신장하는 기
록을 세웠다. 또한 그해 9월에는 월간기록으로는 처음으로 7,100톤의 소포장 제품
을 수출하여 월 7,000톤 수출시대를 열기도 했다.
2018년 롯데BP화학은 소포장 제품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7만 5,000톤의 소포장
제품을 수출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처음으로 소포장 수출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초산 소포장 제품의 누적 수출물량이 50만 톤을 넘어서게 되었고, 이 해에
소포장 수출의 판매 비중은 전체 수출 14만 5,000톤의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한편, 2018년 5월 2일 롯데BP화학은 EU의 REACH에 초산제품을 등록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기반을 구축했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제
한 등의 규제를 가하는 EU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말한다. EU로 연간 1톤 이

2017. 11. 15. 효동선박 누적 이송 100만 톤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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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A 프로젝트로 초산공장 10만 톤 증설

기준 100만 톤의 물량을 운송하는 동안 무사고의 업적을 쌓았다. 롯데BP화학은
이 같은 업적을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열어 상호 유대감을 높였다.

초산 수요 전망과 A 프로젝트의 시작

한편으로는 고객사 및 협력사와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장기고

화학산업은 장치산업이다. 때문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는 대규모의 투자

객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A 프로젝트로 증설돼 2019년 가동에 들어갈 초

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한번 공장을 건설하면 생산량의 변동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

산공장과 B 프로젝트로 증설돼 2020년 가동에 들어갈 초산비닐공장의 판매물량

도 있다. 해당 공장의 생산 규모 이하로 생산할 경우 제조변동비가 상승하여 생산

을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급처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

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설계된 용량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설비 고장 등의 원

다. 이 때문에 롯데BP화학은 2018년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확보’를 마

인이 되기도 한다. 시장상황에 맞춰 적정 수준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여 가동해야 한

케팅의 제1 과제로 삼아 새로운 고객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다.

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학산업은 시장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부합하는 생산

이 같은 상황에서 2018년 12월 14일 독일의 바커케미칼과 초산비닐 제품의 4년 장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바커케미칼은 2017년 한국

롯데BP화학은 2011년 11월 증설을 통해 초산 생산능력을 연산 55만 톤 규모로 확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연산 8만 톤 생산능력을 갖춘 VAE 디스퍼젼 및 폴리머

장한 이후 수년째 그 수준을 유지해왔다. 몇 차례에 걸쳐 공장 신설 혹은 증설을

파우더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중이었다. 이 계약으로 롯데BP화학은 바커케

검토하기도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칼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초산비닐 수요물량 을 장기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업체들의 동향이었다. 초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

롯데BP화학은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향후 바커케미칼이 추가로 공장 증설에

큼의 초산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수년 동안 중국 초산업체들이 대규모로 신·증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설에 나서는 바람에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국내시장에서의

그 이전 2016년 7월 1일에는 기존 거래업체인 석유화학제품 전문업체 한국알콜산

수요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업체들의 공급능력 확대는 롯데BP화학의 초산

업이 2017년 3월 울산공장에 증설할 초산에틸(EA, Ethyl Acetate) 공장에 4만 5,000

수요처 개발에 매우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톤의 초산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롯데BP화학은 기존

그러나 사업개발팀(전 전략팀)이 아시아와 국내시장의 초산 수급 추이를 지속적으

공급량에 더해 매년 많은양의 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

로 분석한 결과, 2015년이 되면 중국업체들이 추진했던 대규모 신·증설 작업이 대

게 되었다.

부분 종료되어 2017년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업체

이처럼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며 판매망을 넓힌 결과 2018년 롯데BP화학은 국내

들의 과잉 신·증설이 오히려 환경문제를 유발하며 수익성 저하로 나타나 공장 가

아세틸스 시장을 선도하는 지위를 지켜가게 되었다.

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롯데BP화학 30년사

098

Change 2016-2019

099

늘어나 공급이 달릴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따라서 초산 판매가격도 저점에서 벗

하고, 그 부지를 A 프로젝트 부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초산공장 일부 설비

어나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의 성능을 개선하고 No.1 CO공장 CO분리탑(Cold box)을 교체하는 것을 증설의

이러한 때에 롯데BP화학은 초산시장에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확대

기본전략으로 채택했다. 또한 증발탑(Drying column)을 추가 설치하고 병렬운전을

하기에 적기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국업체들과는 달리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

통해 생산량을 증산하기로 결정했다.

률을 유지하고 있고, 기술력이나 공정효율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을 확보하고 있다

A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전략이 마련되자, 2017년 7월 롯데BP화학은 A

는 점은 매우 큰 강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소포장시장을 개척하여 매출을 확대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A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하는 등 마케팅 측면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어 경기 호전에 대한 대비가

추진방안, 투자비 조달 방안, 프로젝트 추진일정 등을 수립하고, BP와 함께 타당

충분한 상태였다.

성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No.1 CO공장 CO분리탑의 제작사인 에어리퀴드(Air

이에 롯데BP화학은 2016년 4월 미래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시한 초산공장 증

Liquid), 에어프로덕트(Air Product), 린데(Linde)사에게 분리탑 교체를 통한 CO 생

설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증설 규모는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연산 10

산량 증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등 기술적인 검토를 계속했다.

만 톤으로 결정했다. 화학사업의 확장에 나선 롯데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

10월 9일 롯데BP화학은 합작사인 BP와 공동으로 A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각 분

냈다. 합작사인 BP도 초산공장 증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조를 같이 했다.

야별 리스크와 프로젝트 추진방안, 보완대책 등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했다. 이

이에 따라 2017년 1월 무렵에는 초산공장 증설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를 통해 총 491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연산 10만 톤 규모

접어들게 되었다. 롯데BP화학은 이 프로젝트를 초산을 의미하는 아세트산(Acetic
Acid)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서 ‘A 프로젝트’로 부르기로 했다.

2018. 07. 12. A 프로젝트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워크숍
―

초산 10만 톤 증설계획 이사회 승인

연산 10만 톤 규모의 초산공장 증설 방침을 세운 롯데BP화학은 최적의 증설방안
을 강구하기 위해 2017년 1월 2일 새해 벽두부터 A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검
토에 착수했다.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2019년 이후의 시황과 이에 따른 판매 확대
방안 등 경제성 여부를 검토하고, 초산 및 CO공장 증설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
도 면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CO공장 내 신규 냉각탑 증설 방안과 반응부 증산 가
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다각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롯데BP화학은 초산 증설공사와 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2017년 말까지 리포머(Refomer) 관련 설비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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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산 생산능력을 증설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통해 1일 생산능력을

가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와 주 설비인

1,580톤에서 1,860톤으로, 연간 생산능력을 55만 톤에서 65만 톤으로 확대하여

증발탑 및 CO분리탑 등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냉각탑, 수분제거탑, 수소

520억 원의 매출증대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동시에 No.1 CO 공정의 생산능력도

정제설비 등 주요 설비들에 대한 구매계약도 잇달아 체결했다.

시간당 16.0톤에서 21.3톤으로 증대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시행은 기본설계와 실제 건설공사를 위한 상세설계, 그리고 설비구매,

롯데BP화학은 이 같은 계획을 2017년 11월 28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

건설, 시운전 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초산 플랜트의 경우 기본설계는 롯데BP

다. 이에 따라 A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화학과 BP가 맡고 CO 플랜트의 경우 기본설계는 에어리퀴드 글로벌 E&C가, 상
세설계는 롯데건설이 맡기로 했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아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리포머 철거 및 본격 시공 돌입

로 했다.

롯데BP화학은 본격적인 A 프로젝트 실행에 앞서 2017년 10월 20일 리포머 관련

공장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정도면(P&ID)이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설비의 철거에 들어갔다. 이는 A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롯데BP화학은 두 플랜트에 잠재된 위험성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하

조치로, 리포머와 연관 설비 일체가 철거 대상이었다. 리포머 관련 설비는 두 달간

기 위해 2018년 4월 초 위험성평가를 진행했다. 위험성평가는 CO 플랜트는 에어

의 작업 끝에 2018년 1월 5일 철거가 완료되었다.

리퀴드와, 초산 플랜트는 합작사인 BP와 합동으로 각각 진행했다.

2017년 11월부터 주요 설비에 대한 구매발주와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A 프로젝트

공사는 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가 진

2018. 01. 22. 리포머 공장 철거 후의 부지

A 프로젝트 설비 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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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데 맞춰 2018년 5월에는 잔여 설비에 대한 발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6

는 현장작업 및 정수작업의 시행방안에 대해, 12월 제4차 워크숍에서는 정수작업

월 18일에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현장사무소가 개설되었다. 이어 7월 27일에는

일정에 대해 토의하는 등 관계부서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공사안전 기원제를 겸한 초산공장 증설공사 착공식을 갖고 지반 기초공사를 시작

건설공사는 파일 항타 등 공장의 기초를 위한 토목작업을 시작으로 크게 토목, 기

으로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갔다.

계·배관·철골, 전기·계장 공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롯데BP화학의 전사적인 지
원과 시공사의 뛰어난 기술력이 더해져 공사는 일정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초산공장 증설공사 준공

시공이 진행되는 동안 롯데BP화학은 주요 설비가 납기에 맞춰 설치되도록 지속적

롯데BP화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완벽한 시공을 위해 각 단계별로 예상되

으로 제작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제작이 완료된 설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는 문제점을 사전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했다. 주요 설비의 제작품질을 확보하기 위

통해 설비품질을 확보해 나갔다. 또 대부분의 공사가 2019년 1~3월의 동절기에 진

해 작업 단계별로 시공사의 직접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본설계 및 상

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위로 인해 작업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설계사와도 매월 말 정기적으로 컨퍼런스를 갖고 진척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

대비했다.

다.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안

작업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설비품질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한 덕분에 초산

전하고 고품질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장 증설공사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 2019년 4월 5일 정수에 착수

일반적으로 기존 공장 증설공사의 경우 신설공사에 비해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높

할 수 있게 되었다.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 설치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가 서로 영향을 미쳐 사고

그러나 4월의 정기보수 기간 내에 정수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정수기간이 여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 신·구 설비 간의 조화라는 과제가 더해지기 때

롭지는 않았다. 이에 롯데BP화학은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문이다.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나 제작에서의 시행착오로 작업

롯데BP화학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 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설계품질 및 작업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이로써

성원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총력체제를 가동했다. 회사의

롯데BP화학은 숙원이었던 증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아시아 톱 아세틸스 기업이라는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T/F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담당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업무별로 지원에 나서도록 회사의 역량을 총동원한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에는 T/F를 비롯하여 생산, 공무, 안전환경,
지원 등 관련부서 모두가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잠
재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2018년 1월 제1차 워크숍에서
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고, 7월 열린 제2차 워크숍에서는 공
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또 9월 제3차 워크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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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B 프로젝트로 초산비닐 20만 톤 증설 추진
B 프로젝트 추진 배경

롯데BP화학이 A 프로젝트와 함께 미래성장 프로젝트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
바로 B 프로젝트이다. B 프로젝트는 연산 20만 톤 규모의 초산비닐 생산공장을 추
가로 건설하여 전체 초산비닐 생산능력을 연산 40만 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이
다. 당초 이 사업은 V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B 프로젝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초산비닐 신공장 건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롯데로의 인수가 결정

―
제2초산비닐공장 건설 부지

된 직후인 2015년 12월 무렵이었다. 롯데로의 인수가 결정되면서 새로운 사업환경
에 놓이게 된 롯데BP화학은 화학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육성하려는 롯데의 강한 의

일 기업으로, 2019년 초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연산 8만 톤 규모의 새 VAE

지에 힘입어 초산비닐 신공장 건설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또한 롯데케미칼도 30만 톤 규모

2017년 들어와서는 신공장 건설 방침을 사실상 확정 짓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준

의 EVA공장 증설을 가시화하는 중이었다.

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장에 원료로 쓰일 초산비닐의 공급물량은 턱없이 부족

당시 세계 초산비닐시장은 2013년 싱가폴의 다이렌(Dairen)이 새로 30만 톤 규모의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7년의 경우 26만여 톤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

초산비닐공장을 가동함에 따라 유럽의 2개 공장(50만 톤 규모)이 수익성 악화로

산은 18만여 톤에 불과해 8만여 톤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폐쇄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신규공장 증설은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이뿐만 아니라 2022년이 되면 37만여 톤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공급능

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신규 투자를

력은 20만여 톤에 머물러 무려 17만여 톤이나 수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단행하기에는 적기로 판단되었다. 다수의 화학업체들이 EVA, VAE, EVOH 등의

때문에 2017년에도 롯데BP화학은 수요에 따른 물량을 생산하지 못해 미래 신증설

화학제품 생산공장을 잇달아 신·증설하면서 그 원료로 쓰이는 초산비닐의 수요

에 대비하여 연 5만 톤을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형편이었다.

가 급증하고 있었던 것이다.

글로벌시장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업체들은 2021년까지 연산 100만 톤 규모의 EVA

국내시장의 경우만 봐도 수요 증가는 명약관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커케미칼

생산공장을, 대만·일본 업체들도 3만 5,000톤에 이르는 PVOH(Polyvinyl alcohol,

(Wacher Chemical)이다. 바커케미칼은 2017년 6월 울산광역시가 투자를 유치한 독

폴리비닐 알코올) 생산공장을 신·증설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었다. 그야말로 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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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수요는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초산

판단되었다. 이에 롯데BP화학은 초산비닐 신공장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

비닐 공장 신·증설 계획은 겨우 20만 톤에 불과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기 시작했다.

전망되었다.
이러한 시장상황은 롯데BP화학에게는 초산비닐 사업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가 아

신규 수요 확보 및 신공장 건설계획 확정

닐 수 없었다. 또한 초산비닐 생산능력을 확충하면 그동안 초산에 편중되었던 사

롯데BP화학은 초산비닐 신공장 건설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던 2018년 12월 14

업구조도 초산과 초산비닐이 균형을 갖추게 돼 사업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게 될 것

일 온산산업단지에 입주한 바커케미칼과 초산비닐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으로 판단되었다. 자체 생산한 초산을 원료로 사용하고 더욱이 인도향 저가 수출

초산비닐 신공장 건설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계약으로 2019년부터

물량을 자체 초산비닐 원료로 전환 할 것이기 때문에 초산 수요 구조도 더욱 견고

2022년까지 4년 동안 바커케미칼 수요량를 공급할 수 있게 돼, 롯데BP화학은 공

해지고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였다.

장을 짓기도 전에 초산비닐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셈이 되었다. 공급부족이라

한마디로 초산비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아세틸스 비즈니스의 밸류체인이 한층

는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가격인상도 기대할 수 있어 높은 수익성도 예상되었다.

공고해져 더욱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구나 세계적인 기

초산비닐 신공장 건설에 속도를 낸 것도 계약체결에 힘을 실었다. 먼저, 그동안의

업들 중에서도 CO-초산-초산비닐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은

1단계 사전작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2018년

롯데BP화학이 유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2월에는 평창에서 초산비닐 프로젝트에 대한 임원 워크숍을 갖고 그 결과를 2018년
4월 이사회에 보고하여 가승인을 받았다. 이사회의 가승인을 바탕으로 롯데BP화

제2초산비닐공장 건설 부지
―

학은 2018년 4월부터 2단계 세부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투
자비 산출은 물론 정제탑 최적화를 위한 추가 원가절감 방안 발굴, 원료조달 및
판매계획 수립 등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나갔다.
또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 실행 비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위험성평가
(HAZOP),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작업도 실시했다. 6월에는 프로젝트의 상세경
제성 산출을 위한 기본설계 및 상세투자비 산출 작업 수행비용에 대해서도 승인
을 받아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2021년 초 상업운전 목표로 공사 착공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립한 초산비닐 신공장 건설계획은 2018년 11월 5일 이사회
에 상정돼 통과되었다. 이사회는 초산비닐 시장의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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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롯데BP화학은 2020년 말 준공 및 시운전을 거쳐 2021
년 초상 업운전을 목표로 본격적인 B 프로젝트 실행에 들어갔다. 총 투자비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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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 프로젝트로 초산 원가경쟁력 혁신

억 원으로 잡고, 28,000㎡에 이르는 울산공장의 유휴부지에 A 프로젝트로 들어서
는 초산공장과 함께 초산비닐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C 프로젝트 추진 배경

중요한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초산비닐 공장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설계 및 운

롯데BP화학은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에 이어 ‘C 프로젝트’로 부르는 미래를 위한

전, 유지보수 능력을 활용하여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롯데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롯데BP화학은 C 프로젝트를 통하여 일산화

BP화학의 공정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탄소(CO)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저유황연료유(LSFO)에서 청정연료인 액화천연

EPC 용역 업체로는 롯데건설이 선정되었다. 롯데건설은 설계, 기자재 구매 및 시

가스(LNG)로 전환하여 원가경쟁력의 혁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공을 일괄 수행하는 일괄도급방식(EPC lump sum Turnkey)으로 용역을 수행하기

초산 제조에는 원료로 메탄올과 CO가 사용되는데, 아시아 지역의 초산 생산자들

로 했다. 이러한 EPC 일괄도급방식은 롯데건설이 처음으로 적용하는 화학공장 건

은 대부분 메탄올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비슷한 상황이다.

설 프로젝트여서 롯데BP화학만이 아니라 롯데건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

그러나 CO는 가스여서 물류적 제한이 있고, 내부에서 제조하느냐, 외부에서 조달

었다.

하느냐, CO 제조 과정에서 부생되는 수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등 초산생산자들

이에 따라 롯데BP화학은 연산 40만 톤의 초산비닐 생산능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아시아권의 Top-tier 포지션을 구축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초산공장에 이어 초
산비닐공장이 완공되면 롯데BP화학의 매출규모는 1조 원대를 훌쩍 넘어 1조 2,00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명실공히 연 매출 ‘1조 클럽’의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다운스트림 사업과 관계를 맺는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전·후방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 A 프로젝트의
초산공장을 포함하면 매년 6,000억 원대의 직·간접 생산유발효과와 50명의 직접
고용, 연간 1,900여 명의 간접고용효과도 불러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No.2 CO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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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한 상황에 따라 조달 경쟁력이 달라지게 되며, 이것이 초산 제조경쟁력 차이

로 냉각하여 액체 상태의 LNG로 전환하면 부피가 1/600로 감소돼 저장 및 운송

로 직결된다.

이 용이해지지만,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수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

롯데BP화학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CO를 자체 제조하여 사용해 왔다. 그리고 CO

에 물류 제한이 크고 운송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국내는 한국가스공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 덕

사의 독점적 공급구조 때문에 국내 공급가격이 비싼 편이다.

분에 롯데BP화학은 중국 업체들이 저가의 석탄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초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일가스 혁명으로 북미의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산공장을 신증설하는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이익을 내며 생존할 수 있었다.

Natural Gas)의 공급 능력이 증가되고, 여기에 중동국가들의 잉여 공급능력, 호주

롯데BP화학은 2011년 수행한 CO공장 단일 원료 적용 프로젝트(Single Feedstock

의 LNG 수출 프로젝트 등이 맞물리면서 LNG 시장은 전통적인 판매자 중심 시

Project) 이후 CO 제조 원료로 저유황연료유(LSFO)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중국

장에서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

등 주변의 주요 경쟁사들은 저가의 석탄 또는 페트로코크(Pet-coke)에 기반한 CO

되고 있었다.

를 사용하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였거나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기

LNG는 메탄이 90% 이상 포함되어 있어, 원료를 LSFO에서 LNG로 변경하면 동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해졌다.

일한 양의 CO를 제조할 때 수소(H2)는 2배 정도 발생되게 된다. LNG 원료를 적

CO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음에는 액화석유가스(LPG)로의 원료 변경을 검토

용하게 되면 기존 No.1 CO와 No.2 CO의 부분산화(POX) 설비에서 생산 가능한

하였다. 셰일가스(Shale gas) 혁명으로 북미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되

CO의 양이 감소되기 때문에 CO의 생산량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분산

었고, 이와 함께 프로판의 생산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수요 대비 공급이

화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반응부는 설비를 추가하여 해결하지만, 증가되

급격히 증가하여 프로판 약세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LPG 사업자인 SK가스

는 수소를 처리하기 위해 후단의 전체 정제 공정(이산화탄소 제거, 합성가스 저온

와 함께 시장상황 분석, 경쟁력 있는 원료 확보 가능성, CO공정 변경 등을 다각

분리, 수소 정제 등)을 추가하게 되면 전체 투자비가 높아진다. 또 기존 정제 설비

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원료 변경 프로젝트를 추진할 만큼의 가격경쟁력이 있는

의 부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CO를 제조하는 변동비가 증가하여 투자경제성이 없

프로판을 확보하기에는 시장상황이 불안정했으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다른 해결

어지는 문제가 야기된다.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롯데BP화학은 증가되는 수소는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멤브레인(Membrane)과 수소 정제설비(H2 PSA)를 이용하여 먼저 분리해내고, 후단

C 프로젝트 방향성 설정

공정으로 유입되는 CO와 수소의 유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기존 정

LPG 적용 가능성이 보류된 이후 C 프로젝트는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제 공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 같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롯데BP화

표류했다. 그러던 중에 SK가스가 울산지역에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학은 C 프로젝트를 경제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마련했다.

Natural Gas) 기반으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LNG
로의 원료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천연가스를 극저온(-162℃ 이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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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로젝트로 친환경기업 면모 갖출 것

자체 생산에 나서는 등의 이유로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수소 판매처

롯데BP화학은 직도입 LNG를 전제로 개략적인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굴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BP화학은 발전

2018년 11월 이사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주주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프로젝트의

용 연료전지 분야를 새로운 수요로 개발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온실

상세 검토를 위한 스터디 비용으로 5억 5,000만 원을 승인 받아 기술 검증 및 투

가스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

자비 산출, LNG 시장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운데, 연료전지 발전이 신에너지에 포함되어 발전용 수요가 빠르게 성장 중이기

2019년 3월 C 프로젝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기술 검증 및 투자비 산출 부분으로, 기존 부분산화 설비의 설계사인 린

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롯데BP화학은 청정원료인 LNG를 사용하게

데(Linde)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는 LNG 조달 및 인프라 부분으로,

됨으로써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거의 사라지게 된다. 또 부생수소를 활용

LNG 공급은 합작사인 BP를 포함하여 국내LNG 직도입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

한 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다. 셋째는 추가로 발생되는 수소의 고부가 판매부분이다. 수소를 얼마나 부가가

에 동참하는 등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C 프로젝트를 통해 최고 수

치 있게 파느냐가 CO의 제조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소를 좋은 가격에 안정

준의 원가경쟁력도 확보하고 친환경적 사업구조도 구축하여 모든 부분에서 완벽

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한 친환경 글로벌 아세틸스 기업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롯데BP화학은

특히 수소 판매시장은 케미칼 제조용 수요가 제자리 걸음인 데다 해당업체들이

2022년 3분기 중에 C 프로젝트 완료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No.1 CO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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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롯데BP화학 3년’의 성과
지속가능기업의 펀더멘탈 확보

1989년 창립한 이후 30년 동안 롯데BP화학은 아세틸스 전문기업의 외길을 걸어왔
다. 수입에 의존하던 초산을 최초로 국내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한 이후 변함없이
유지해온 온 초심(初心)이다. 지금까지도 롯데BP화학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부

Change

가가치 정밀화학제품인 초산과 그 유도체인 초산비닐을 생산하는 독보적인 기업의

2016 - 2019

다는 꿈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제는 한국시장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아세틸스

‘LTBP 3.0’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위상을 지키고 있다.
2016년 롯데BP화학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도 아세틸스 전문기업으로 발전하겠

기업으로, 나아가 세계 최고의 아세틸스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포부를 펼치고 있
으므로 그 꿈의 부피가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꿈의 부피가 커진 만큼 롯데BP화학으로 새 옷을 갈아입은 이후의 행보는 도전적
이고 과감했다. 이 같은 행보의 첫 손가락에는,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설비 확장
에 과감하게 나선 점을 들 수 있다. 2019년 3월 현재 롯데BP화학은 연산 10만 톤
규모의 초산 생산설비를 증설하는 A 프로젝트, 연산 20만 톤 규모의 초산비닐 공
장을 신설하는 B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4월부터 시작된 이 2개의 프로젝트는 무려 1,8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확장사업이다. A 프로젝트가 2019년 4월 완료되고 B 프로젝트가 2020년 말 완료되
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롯데BP화학은 초산 65만 톤, 초산비닐 40만 톤 등
총 105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여 세계 7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생산능력은 7위이지만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롯데BP화학은 단연 돋보이는 가동
률을 유지하고 있어 그 파급력은 적지 않다. 2015년 기준으로 해외의 경쟁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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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의 가동률을 보인 데 반해 롯데BP화학은 99%대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그

인 2016년에는 4,622억 원, 2016년에는 4,013억 원으로 매출액이 떨어졌다. 2014년

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히 수익성 측면에서도 업계 최고를 자

에 비하면 불과 2년 만에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영업이익도 345억 원을

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능력이 확충되면 고

기록하여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수익을 실현하여 더욱 더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 덕분에 실적은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규모에 비해 탄탄한 내실을 갖추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전사적 혁신활동인

때마침 시장이 호전되고 판매가격이 상승하는 업사이클(Up-cycle)의 시기가 도래

TOP 001이 자리하고 있다. 2016년 시작한 TOP 001은 ①안전·환경문제 없는 공

하자, 그동안 다져놓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장(HSE problem Zero), ②비상가동정지 없는 공장(Plant Trouble Zero), ③원가경쟁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 2017년에 롯데BP화학은 5,280억 원의 매출과

력 1위 공장(Cost competitiveness No.1)을 실현하여 종합생산성에서 최고의 공장이

770억 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2018년에는 매출액 7,081억 원, 영업이익 2,022억

되자는 의미의 현장혁신활동이다. ‘무사고와 100% 가동으로 최대 이익을 확보하

원이라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7,000억 원대의 매출과 2,000억

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또한 롯데BP화학은 굳건한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마켓 리

원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신기원을 이룬 것이다.

더십을 확보하여 국내 초산, 초산비닐 수요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고 해외 수출

최근 롯데BP화학은 울산에 공장을 세운 독일계 석유화학기업 바커케미칼과 4년의

도 활발하게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장기공급계약을 체결 한 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고객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

2019년 들어 롯데BP화학은 ‘A Small Giant LTBP’를 슬로건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 동시에 장기계약의 비율을 크게 높여 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그러므로 A

업계 최고의 가동률과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수익성을 실현하는 기업이
라면 자이언트(Giant)로 자부해도 좋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롯데BP화학으로 새출발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롯데BP화학은 그런 자신감을 가질

롯데BP화학 최근 3년 경영실적(2016~2018)

만큼의 기초체력을 갖추었다. Asia Top-tier Acetyls Company로서의 확고한 펀더멘

8000

털(Fundamental)을 구축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롯데BP화학 3년’이 가져온 눈부

7000

신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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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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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의 획기적 개선

롯데BP화학은 최근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1조 원대 매출을 향한 거침없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창립 이후 롯데BP화학이 거둔 매출액 가운데 최고의 기록
은 2014년의 5,930억 원이었다. 이 해에 거둔 영업이익은 793억 원이었다.
그러나 중국업체들의 공세로 시장이 침체하고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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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에 따라 초산 및 초산비닐 생산이 확대되면, 2025년 이전에

동안의 누적된 문제점들을 토로했다.

1조 원대 매출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조 2,000

이를 토대로 롯데BP화학은 먼저 구성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집중했다.

억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영업이익은 2,000억 원

롯데가 추구하는 화학사업의 미래와 화학사업 밸류체인 상에서 롯데BP화학이 차

대 이상을 유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설파한 것이다. 또 합작사와 우호적 파트너관계를 구축하여

호황 국면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롯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이끌어냈다. 이와

데BP화학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짐작케 한다. 이미 롯데BP화학은 매출 1조 원 이

함께 미래의 비전을 정리하여 공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롯데BP화학

상의 기업을 의미하는 ‘1조 원 클럽’ 가입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은 구성원들에게 ‘성장하는 기업의 주역’임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잠자고

아니다. 다수의 언론들도 “롯데가 인수한 삼성 계열 화학사 3곳(롯데정밀화학·롯

있던 의욕과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데첨단소재·롯데BP화학)이 간판을 바꾼 후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롯데피비화학

한편으로는 ‘벽 없는 조직’을 모토로 상하좌우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갈등

은 연매출 1조원 대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을 해소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추진했다. 대부분의 경영현황 정보를 가감 없이 구
성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모든 구성원이 회사의 주요

새 기업문화로 조직체질 강화

현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생각해 보면, 지난 3년 사이에 롯데BP화학이 이룬 성과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

성했다.

은 외형의 성장보다도 기업문화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롯데BP화학은 단기간에
새로운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조직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새로운 기업
문화가 역동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놀라운 실적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
이다.
사실 2016년 3월 무렵만 해도 롯데BP화학의 내부 분위기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
니었다.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있어 역동성이 떨어진 데다 구성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조직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다. 합작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였고, 롯데로의 인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감 때문에 어수선
한 분위기도 감지 되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16년 3~4월 사이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
서 여실히 드러났다. 간담회를 통해 구성원들은 미래에의 기대감보다도 업무 수행
과정의 비효율, 자율성 부족, 권한위양 미흡, 소통 부족, 조직안전성의 결여 등 그

2019. 04. 17. 스카이런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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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스스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업무개선 작업도

다. 즉, ①창립 이후 공장을 신·증설하여 안정화를 이룬 1997년까지를 LTBP 1.0

빠지지 않았다.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요

으로, ②노후설비를 교체하고 원가절감을 체질화하는 등 생산성혁신을 이룩하여

소가 있는 업무들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독려했다.

역량 있는 아세틸스 전문기업으로 발전한 2016년까지의 시기를 LTBP 2.0으로 보

롯데BP화학은 ‘기업문화는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뿌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고, ③아세아아세틸스 합병과 생산설비의 신·증설, 그리고 원가혁신을 통해 새로

는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강한 기업문화가 강한 기업을

운 성장의 시대를 열어가는 2017년 이후를 LTBP 3.0으로 본다는 뜻이다.

만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공감대가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

물론 LTBP 3.0의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Asia Top-Tier Acetyls Company’가 되는 것

해, 말하자면 핵심가치의 내재화를 통해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

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회사,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행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뿌리가 튼튼하면 오랫동안 롯데BP화학이라는

복한 회사를 상징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거목(巨木)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게

롯데BP화학이 회사의 발전과정을 단계화하고 지금을 3.0으로 개념화한 것은 2017

지난 3년 사이에 롯데BP화학 구성원들이 갖게 된 믿음이자 자신감이다.

년 이후 재도약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롯데BP화학은
LTBP 3.0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2019년은 LTBP 3.0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열을

02

LTBP 3.0의 개념

‘LTBP 3.0’의 새로운 도전
1,500억 원

‘LTBP 3.0’ 시대의 개막

2016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롯데BP화학은 ①조직의 펀더멘털(환경안전, 원가절감,

550억 원

이익규모
150억 원

마켓리더십)을 강화하고, ②‘뿌리(비전, 핵심가치, 인재, 기업문화)’를 강화하며, ③
성장을 위한 플랫폼(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을 구축하여 미래성장
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매출액
1조 원, 영업이익 2,000억 원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들어와 롯데BP화학은 2019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LTBP 3.0’이 그것이다.
LTBP 3.0은 롯데BP화학의 성장과정을 단계별로 나눈 세 번째 시기를 이르는 말이

1998년
LTBP 1.0

2017년
LTBP 2.0

LTBP 3.0

도입기(1992~1997)
: 공장설립/안정화

발전기(1998~2016)
: 노후설비교체, 원가절감

신성장기(2017~)
: 신증설, 원가혁신

•Capacity : 15만 톤 → 35만 톤

•Capacity : 35만 톤 → 75만 톤

•Capacity : 75만 톤 → 105만 톤

•매출액 1,000억 원,
영업이익 150억 원

•매출액 4,000억 원,
영업이익 550억 원 규모

•매출액 1조 원,
영업이익 1,500억 원, ASA합병

•공정 안정화, Cativa 촉매 적용

•노후설비 교체/증설, 납사 → LSFO,
에너지 최적화

•A , V(B), C 프로젝트
(성장과 혁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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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하며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19년은 롯데BP화학의 창립 30주년

안정적 판매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동북아시장 가격결정자(Price Setter)로서의 입지

이 되는 해이자, 그동안 미래성장을 위한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준비했던 A 프로

를 굳건히 해나가기로 했다.

젝트가 완성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A 프로젝트의 완료를 계기로 생산능력

특히 A 프로젝트의 완료에 따라 추가 생산되는 물량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

을 성공적으로 증대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미

장 개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소포장 제품의 EU시장 진출을 확

이다.

대하고 수소 판매에도 적극 나서는 등 고부가제품의 판매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사업개발 부문에서는, 미래의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확

지속가능한 ‘Small Giant Company’를 향하여

장 및 신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기로

LTBP 3.0의 실질적인 원년이 될 2019년을 맞이하면서 롯데BP화학은 경영활동 전

했다. 동시에, 기존의 연료인 LSFO(저유황 중유)를 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반에 걸쳐 보다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LTBP 3.0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

로 전환하는 C 프로젝트를 목표시점인 2022년에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

도록 생산전략이나 마케팅전략, 조직운영 등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과거와는 다른

적의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

의지와 각오가 반영한 계획이다.

면서 신사업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신사업 프로젝트도 발굴하여 추진하기

먼저, 생산부문에서는 A 프로젝트로 새로 증설한 설비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

로 했다.

도록 최고 효율의 가동 태세를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초산

롯데BP화학은 이 같은 계획을 밑거름으로 삼아 LTBP 3.0을 실현하여 ‘작지만 강

과 초산비닐 모두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생산을 달성하기로 했다. 또한 5대 핵

하고 위대한 기업(Small Giant Company)’으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지난 3년은 이러

심가치의 제1덕목인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무재해와 설비안전에도 총력을

한 탈바꿈을 위한 변화관리의 시간이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2019년부터는 새

다하기로 했다.

로운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 하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

이를 위해 정기보수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기본을 준수하고 스마트하게 일

도 하다.

하는 생산문화를 확고하게 정착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엔지니어
의 운전능력을 함양하고 고도의 공정관리를 실천하는 캠페인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TOP 001의 실행력을 가속화하여 이익개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
리하고 팀 간 원활한 협업체제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
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마케팅부문에서는 마켓 리더십과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하여 판매현장에서 가시적
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매 측면에서는 고품질의 원
료를 최저가에 조달하여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 측면에서는 국내시장에서

History
1989 - 2015

롯데BP화학 30년 발자취
1989년, 삼성과 BP케미칼즈의 합작계약으로 출발한 롯데BP화학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초산과 초산비닐,
수소 등 크게 3종류의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초산 전문기업이다. 지난 30년 꾸준한 성장을 통해
국내에서 독보적인 시장지위를 누리게 된 롯데BP화학의 30년 역사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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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의 국내외 초산시장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성장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된 나프타와 에탄, LPG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
로필렌 등 올레핀계와 벤젠, 톨루엔 등 방향족계 기초 유분을 생산하거나, 이
들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합성수지나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History

공업이 처음 태동한 것은 20세기 초반 미국에서였다. 1918년 미국 스탠더드 오일

1989 - 1995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카바이드공법에 의해

회사 창립과 초산 국산화

사가 열분해 가솔린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프로필렌으로부터 이소프로판올
(Isopropanol)을 합성한 것이 석유화학공업의 효시였다.

폴리염화비닐(PVC)을 생산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울산 등 4개 지역에 폴리염화비닐
공장과 폴리스티렌, 카본블랙, 무수프탈산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장이 건설되
었으나, 시설규모는 매우 영세한 수준이었다.
본격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 시작된 것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석
유화학공업단지 건설을 추진하면서부터였다. 1964년 대한석유공사의 정유공장 가
동으로 석유화학공업의 원료인 나프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원료로 섬유, 플
라스틱, 타이어, 세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업이 빠르게 발전하
였으며 관련 사업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1965년 석유화학공업을 제철, 기계공업과 더불어 3
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유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 울산에 국내 최초
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다. 1968년 2월 울산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에
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나프타분해공장(Naphtha Cracking Center)과 석유화학계열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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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내 석유화학공업은 기초 유분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체

내 자급도가 1989년 77.8％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합성수지의 경우 자급도가

제를 갖추며 대량생산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105.5％에 달해 수입대체 단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급증, 기존 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한편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 Pure Terephthalic Acid) 국산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7월 ‘석유화학공업 육성 기본계획’을

화를 위해 1974년 출범한 삼성석유화학(현 한화종합화학)은 1980년대 초 공장가

수립,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과 호남정유(현 GS칼텍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에 들어간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 PTA 제품생산에 있어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

제2석유화학공업단지를 전라남도 여수 일원에 조성하기로 했다.

적인 위치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86년에 7월 1일 발효된 「공업발전법」에 의해 정

그러나 제2석유화학단지 조성에 이어 호남석유화학이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상업

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석유화학사업 참여 절차가 기술 도입에 대해서만 허가를

운전에 들어간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 국내 석유화학공업은 큰 타격을 입

받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의 PTA 수입자유화 조치와 국내 폴

게 되었다. 같은 해 민영화를 통해 롯데가족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호남석유

리에스테르업체들의 PTA 사업 참여로 삼성석유화학의 입지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화학 역시 제2차 석유파동의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판매부진을 겪어야 했다.

삼성석유화학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가 숙고한 끝에 초산 국산화를

다행히 1983년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에서 국내 업체들에게 PTA 사업 참여를 승인해 줌에

하였다. 이어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 국제 원유가의

따라 향후 PTA 생산에 필수적인 촉매인, 초산의 국내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판

하락, 국제금리의 하락 등 이른바 3저 현상으로 국내경기가 호황국면을 맞게 되었

단에 따른 것이었다.

고,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

삼성석유화학의 판단은 적중하였다.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선경인더스트리(현 SK

제는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시대를 이어나갔으며, 국내 석유화학공업 역시

케미칼)와 고려합섬 등이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공장 건설에 착수한데 이어 일찍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부터 테레프탈산(TPA : Terephthalic Acid) 사업 참여를 모색해오던 폴리에스터 생
산업체인 삼양사도 1988년 1월 호남정유, 일본 미쓰비시화성과 합작하여 삼남석유

초산 수요증대와 국산화 추진

화학을 설립하였다.

1980년대 중반 국내 석유화학공업이 호황을 이어나가자 많은 국내 기업들이 앞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초산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어 1993년 1월 태광산업이 제조

투어 사업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따라

기술을 도입, PTA 사업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등이 그 뒤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의 석유화학공업 분야 진입이 쉽

이으면서 초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86년 「공업발전

이렇게 급증하는 초산 수요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고부가가치

법」을 개정, 일반 기업들의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었다.

정밀화학 제품인 초산을 생산하는 업체는 전무했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기업들이 꾸

다. 가격폭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초산 국

준히 신·증설을 추진하면서 합성수지, 합섬원료 및 합성고무 등 3대 유도품의 국

산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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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해 3월 4일자로 허가를 내주었다.

초산 국산화 목표로 합작법인 출범

을 삼성생명빌딩 소재 삼성종합화학사무실 내에 설치하였다. 추진팀은 합작법인

한편 삼성그룹은 원활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1989년 1월 10일 회사 설립 추진팀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같은 해 7월 7일 설립발기인 총회에 이어 7월 12일 회
합작법인 설립

사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체이스 맨해튼 빌딩에서 개최하였다.

1980년대 중반 초산 수요증대를 예측했던 삼성석유화학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초

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1주당 가격이 5,000원인 주식 20만 주를 발행해 10억 원을

산을 국산화하기로 하고 제조기술 도입을 추진하였다. 1987년 말 미국의 초산제조

마련하기로 했으나, 정관에는 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80만 주로

회사를 방문, 기술도입 가능성을 직접 타진하였다. 그러나 미국 업체와는 여러 가

정했다. 이어 창립총회에서 권순영, 이명암, Cooper, Gardiner, Pike 5명이 이사에

지 측면에서 조건에 맞지 않아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1988년 2월 다시 초산, 폴리

선임되었으며 Weight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또한 정관을 승인하고 경상남도 울산

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 화학업체인 영국의 BP케미칼즈를

시 남구 부곡동 500번지에 본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임원보수한도 등도 결의하였

방문, 합작법인 설립의사를 타진하였다.

다. 이사회에서는 권순영 이사가 초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Cooper를 대표이사 수

영국국영석유회사인 BP(British Petroleum)사의 자회사로 석유화학부문을 총괄하

석 부사장으로 선임하였다.

고 있는 BP케미칼즈는 뜻밖의 제안을 하였다. 삼성석유화학이 3개국 합작회사이

회사의 영문명은 SAMSUNG BP CHEMICALS CO., LTD.로 정했으며 빙초산 및

기 때문에 또다시 합작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으니, 별도로 독자적인 합작법인
을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BP케미칼즈의 4차례에 걸친 한국 방문 및 실사작업을 거쳐 독립적인 합작법
인 설립이 시작되었다. 이어 BP케미칼즈 51%, 삼성석유화학 49% 지분의 합작법인,
바로 롯데BP화학의 전신인 삼성비피화학(이하 ‘회사’)의 출범이 가시화되었다.
1988년 11월 합작계약서 초안이 완성되었고 12월 11일에는 합작계약이 체결되었다.
합작계약은 충청남도 서산에 석유화학콤비나트 건설을 추진 중이던 삼성종합화
학과 영국 BP케미칼즈 코리아 리미티드 명의로 이뤄졌는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제 24블록 14만여㎡ 부지에 약 1,800억 원을 투입해 연산 15만 톤 규모의 초산공
장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합작계약 체결 직후 외국인 투자인가 신청서 및 조세감면 신청서를 1988년 12월
24일자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이 신청서에 대해 재무부는 주무부

1988. 12. 11. 삼성-BP 합작계약 조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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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비닐 단량체, 빙초산 및 단량체를 원료로 하는 화학제품과 기타 부산물, 그

인허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추진 T/F팀을 구성하였다. 추진T/F팀은 건

리고 관련제품의 제조·유통·판매·수출, 나아가 이러한 사업에 부대하는 일체의

축 관련 인허가와 고압가스 설비와 배출시설 및 고압가스 허가 등 환경안전부문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어 회사는 창립총회 다음날인 7월 13일 법인등록을 완

인허가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인허가 추진 기획 및 섭외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료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초산 국산화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다.

인허가 관련 서류 작성은 상세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삼성엔지니어링과 일본 미쓰
이중공업(MES : Mitsui Engineering & Shipbuilding)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초산 국산화 준비

회사는 출범과 동시에 당초 설립 목표였던 초산 국산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합작선인 BP케미칼즈와 함께 총 1,800억 원을 투자해 15만 톤 규모의 초산공
장을 짓기로 하고 기술도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초산제조를 위해서는 크게 초산 제조기술과 일산화탄소(CO) 제조기술을 도입해

03
초산공장 준공

야 했다. 초산 제조기술은 합작선인 BP케미칼즈의 독보적인 기술이었으므로 9월
17일 계약을 체결, BP케미칼즈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CO 제조기술은 일

초산공장 건설

반화된 기술이었기 때문에 BP케미칼즈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덴마크 할도톱

회사는 초산공장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스(Haldor Topsoe)사를 선정하여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1989년 8월 15만 톤 규모의 초산공장과 초산 원료인 CO 생산을 위한 CO공장, 그

기술도입계약 체결 이후 회사는 초산 국산화를 위한 생산시설 구축에 들어갔다.

리고 유틸리티 및 부대설비 등에 대한 기본설계에 들어갔다. 초산공장은 국내 최

초산공장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설계를 기술 보유자인 BP케미칼즈의 지

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회사는 기본설계부터 신중을 기하였다. 특히

휘 아래 국내외 기술진과 함께 진행하는 한편 초산공장을 건설할 부지 물색에

향후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설비증설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대시설

나섰다.

부터 주요공정(Core Process)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기본설계를 시행

초산은 PTA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이기 때문에 초산 수요처 인근에 공장을 건설

하였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그런데 당시 독점적으로 PTA를 생산하고 있던 최대 초산

초산 제조기술은 합작사인 BP케미칼즈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설계 역

수요처인 삼성석유화학 공장과 신규로 PTA 사업에 진출, 공장을 건설 중이던 선

시 BP케미칼즈의 지휘 아래 영국의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플루오르 대

경인더스트리, 고려합섬 공장 모두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에 소재하였다. 이에 따

니얼(Fluor Daniel)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BP케미칼즈와 회사의 기술진이 시행하였

라 회사는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안에 공장을 건설키로 하고 14만 2,149㎡의 부

다. 업무 착수 2개월여 만인 1989년 10월 27일 초산공장의 공정설계(PDP : Process

지를 확보하였다.

Design Package)가 마무리되었는데,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공정설계를 완료한 것

1990년 7월에는 본격적인 공장건설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공장건설과 관련된 각종

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BP케미칼즈의 풍부한 기술력과 경험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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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던 1989년 12월 상세설계 수행업체 선정 작업에 들
어가 최종적으로 일본 미쓰이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
정, 상세설계와 기자재 구입, 시공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일괄 발주하였다. 미쓰이
중공업 및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1990년 3월 일본 미쓰이중공업 도쿄 사무
실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CO공장과 유틸리티 시스
템은 삼성엔지니어링이 담당하고 초산공장과 일부 핵심 유틸리티는 미쓰이중공업
이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CO공장의 리포머(Reformer) 및 콜드박스패키지(Cold Box Package)의 상세설계
는 기술적인 노하우 및 전문성으로 인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덴마크 할도톱스사와
영국 에어프로덕트(APL : Air Products)사에서 수행했다.
그런데 상세설계가 부문별로 다양한 계약자에 의해 시행됨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

―
1990. 06. 20. 초산공장 건설계약 조인식

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공정 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문제없이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통제하는 프로젝트 엔지니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BP케미칼즈

CO공장 및 AA공장 건설

기술진의 노련한 지휘로 별다른 문제없이 상세설계를 완료하게 되었다.

CO공장은 기술도입선인 할도톱스사가 주반응공정인 스팀리포밍공정에 대해서만

회사는 공기를 줄이기 위해 기본설계를 시행하는 중에 주요자재에 대한 발주업무

기술특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후속 공정인 이산화탄소 분리공정이나 CO 추출

도 시행하였다. 초산공장 건설의 핵심설비인 초산반응기(Reactor)와 내부식성이 강

공정 등은 각각의 기술 보유회사에서 따로 도입하였다. 이로써 CO공장 건설은 세

한 지르코늄(Zirconium)이나 하스텔로이(Hastelloy) 재질의 자재구입에 필요한 시간

계 각국의 기술자들이 모여 협업하는 인간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을 절약하겠다는 취지였다.

CO공장 상세설계는 일본의 미쓰이중공업이 담당했으며 시공은 삼성엔지니어링이

회사는 1990년 5월 15일 파일 항타식을 시작으로 초산공장 건설의 대장정에 올

주도하였다. 여기에 영국 BP케미칼즈와 기술도입선인 덴마크의 할도톱스사 기술진

랐다. 기초 토목공사에 이어 7월부터는 기본구조물의 설치와 생산 및 배관설비

들이 함께 공장 건설을 추진해 나갔다.

설치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갔다. 회사는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해 게시판

CO공장은 크게 탈황공정(HDS : Hydro-Desulfur Section), 스팀개질공정(Steam

을 통해 전시하거나 초산 원료인 CO를 생산하는 CO공정, 초산제품을 생산하는

Reforming Section), 이산화탄소 분리공정(MEA Section), CO 추출공정(Cold Box

초산공정, 스팀이나 전기, 용수 등을 생산하는 유틸리티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는

Section), 수소 정제공정(PSA Section)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리포머(Reformer)나

등 건설공기 단축에 공을 들이는 한편 안전하고 완벽한 공장건설에도 만전을 기

콜드박스(Cold Box), CO 압축기(Compressor) 등은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설

하였다.

비로, 제작에 보통 1년이 넘게 걸린다. 회사는 조기발주를 통해 납기일을 단축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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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공기를 지켜나갔다.

펌프(Pump), 압축기(Compressor) 등을 차례로 설치하면서 서서히 모양을 갖추어

1990년 10월 발주한 설비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

나갔다.

는 설비를 현장까지 이송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40m가 넘는 타워의 이
송이 문제였다. 회사는 도로 지반침하와 육교의 높이제한, 트레일러의 회전 공간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 건설

등을 고려해 최적의 이동코스를 산출, 별다른 사고 없이 타워를 현장으로 이송했

CO공정과 초산공정 운전에 필요한 모든 유틸리티 설비들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상

으며 대형크레인 두 대를 이용하여 타워를 수직으로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세설계와 공사감리 아래 추진되었다. 회사는 울산 석유화학지원 주식회사에서 유

이어 도착한 증류탑과 열교환기, 리포머 등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 나갔다. 길

틸리티를 공급받는 인근 공장들과는 달리 공업용수 처리와 자가발전 설비, 폐수처

이 약 25m, 가로세로 약 3.5m에 달하는 콜드박스는 현장에 설치하기 전 박스 안

리 등을 자체적으로 건설하였다.

의 빈 공간을 단열재(Perlite)를 충진, 보냉한 이후 설치하기도 했다. 공정의 핵심시

특히 모든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물리적 시설을 통해 폐수 내 흡착물과 오일

설인 리포머는 본체는 물론 내화물(Refractory)이나 Side Burner, Reformer Tube 등

을 완벽하게 제거했으며 화학적 처리시설을 통해 폐수를 중화시켰다. 이어 생물학

을 조립하는데 높은 시공 정밀도가 필요하였다. 향후 설비 수명에 아주 중요한 요

적 처리시설을 통해 용해성 유기물질을 최종 처리했으며, 폐기 처분하는 슬러지까

소였기 때문에 회사는 기술진을 독려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공을

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였다.

들였다.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가스의 유독성 및 가연성에 대한 안전도와 환경오염 가능성

초산공정은 반응공정인 반응장치(Reaction System)와 정제공정인 증류장치

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플래어스택(Flare Stack)을 법적 요구사항보다 더 엄격

(Distillation System), 저비점물질 회수공정인 결말단회수장치(Light Ends Recovery

한 기준 아래 건설하기도 했다. 보일러는 세계적인 보일러 기술 보유기업인 일본

System)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AA공장은 1990년 12월 49m 높이의 중질 증류탑

IHI(Ishika Wajina-Harima Heavy Industries)사와의 기술제휴 아래 삼성중공업을 통

(Heavy Ends Column)을 세운데 이어 중요한 컬럼(Column), 탱크(Tank), 반응탑,

해 제작, 이를 통해 고성능과 높은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했다.
급수계통에서 부식을 야기시키는 용존산소와 이산화탄소 등 용존 기체들을 제거

1991. 06. 11. 보일러 화입식

1991. 09. 15. 리포머 화입식

―

―

하기 위한 탈기 설비를 설치했으며 생산원료나 생산제품을 저장하는 납사, 디젤
오일, 벙커유, 초산, 메탄올탱크 등은 공정지역과 분리 설치해 안정성을 확보하였
다. 주요 거래처인 삼성석유화학, 고려석유화학, 한국알콜 공장과는 상설 파이프
(Permanent Pipe)를 설치해 초산을 공급했으며 단지 외에 소재한 거래처를 위해 탱
크로리를 운영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 초일류 초산공장 건설을 목표로 했던 만큼 회사는 사무공간이나 식당
같은 부대시설도 명성에 어울리도록 건설하였다. 본관은 총 6,300여㎡의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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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약 2,000㎡, 공무동 1,300㎡ 등 규모를 갖추어 설치하였으며 식당공간도
약 500㎡로 여유 있게 배치하였다. 부대시설은 주요 공장처럼 복잡한 설비로 구성
되는 공간은 아니지만 임직원들이 거주하며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만큼 세밀한 곳까지 관심을 기울여 세련된 공간으로 건설하였다.

시운전 실시 및 준공식 개최

1991년 5월 부대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공장 준공을 앞둔 회사
는 같은 해 6월 천공작업을 최종 완료하고 7월부터 시운전팀 주관하에 수압시
험(Hydro Test)과 배관클리닝(Line Flushing), 회전기기 기계적 시험(Mechanical
Running Test) 등 사전 시운전(Pre-Commissioning)에 들어갔다. 이어 10월부터는
BP케미칼즈 기술진과 영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시운전팀이 본격적인 시운전

―
1992. 04. 30. 초산공장 준공식

을 시작했다.
Cold Water Run과 Hot Water Run의 예비운전 과정을 거쳐 장치의 이상 유무와 실

회사는 1992년 4월 30일 초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초산공장은 국내 최초로

전의 운전 기술까지 마스터한 시운전팀은 1991년 10월 31일, 대망의 초산 시제품

건설한 초산 제조시설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18개월 만에 조기 준공되었다. 공기

생산에 들어갔다. 경질물 회수공정, 제품 정제공정의 시운전(Start Up)을 거쳐 최

를 단축하는 과정에서도 회사는 최고의 기술로 완벽하고 고효율적인 첨단시설을

종 반응공정에 원료인 메탄올을 공급하였다. 제품증류탑을 거쳐 마침내 기다렸던

구축하여 품질이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국내외 석유화학 관계자들로부터 최고

초산이 생산되는 순간 시운전팀은 물론 지켜보던 임직원 모두 환호성을 터뜨렸다.

의 초산공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지 2~3일 후부터 제품증류탑 리보일러(Reboiler)에

총 14만여㎡ 부지 위에 1,800억 원이 투입된 울산공장 준공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

서 갑자기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리보일러에 들어가는 스팀 유량이 점

하던 초산의 국산화가 실현되었다. 이로써 미비했던 국내 초산 유도제품에 대한

점 줄어들면서 제품의 품질이 불량으로 바뀐 것이었다. 시운전팀은 공장 가동을

활발한 투자를 불러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함께 산업구조

정지시키고 리보일러 해체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배관 클리닝 및 배관작업 때의

의 선진화를 앞당기게 되었다.

용접 슬러지 등으로 구성된 이물질이 열교환기 튜브를 막고 있었다.
시운전팀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공장을 가동하였다. 이후 초산공정은 순조롭

연구발표회와 제안제도 시행

게 가동되었고 시운전 한 달 후에는 설계생산량(Design Load)인 일산 450톤의 생

회사는 초산공장 건설 당시 국내기술 기반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 가동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대부분을 합작사인 BP케미칼즈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초산 제조

롯데BP화학 30년사

140

History 1989-2015

141

기술은 매우 특화된 분야였기 때문에 도입기술을 자체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지

20만 톤 달성을 위한 방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버너 개조, 폐가스 전량 회수기술

못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회사는 초산공장 건설과 함

개발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과 같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회사의 노력은 매년 2회 한국과 영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기술교류
회의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기술교류를 바탕으로 울산공장의 공정개선과 선진기
술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전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
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갔던 것이다.

04
생산성 혁신운동의 시작과 공장 1차 증설

기술교류회의와 함께 회사는 임직원 스스로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의 체질을 개선
하고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해 연구발표회와 제안제도를 도입하였

공정최적화를 위한 공정개선

다. 1993년 9월 3일 개최한 제1회 연구발표회는 공장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임직원

회사는 1991년 10월 31일 초산 시제품을 생산하고 3개월 정도의 시운전을 거친 후

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상황실에서 열렸다.

1992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공장이 상업운전에 들어간

연구발표회에서는 주로 초산이나 CO공정에 대한 개선과 안정운전에 대한 연구자

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회사는 상업운전 초창기인 1992

료 발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곤 했다. 또한 분

년부터 공정 이상 운전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개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공정

기별로 꾸준히 진행된 연구발표회는 회사의 공정개선 및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

의 최적화를 위한 공정개선에 공을 들였다.

여하기도 했다. 정기보수 기간 동안에는 현장개조 등을 통해 공정개선에 기여했으

먼저 회사는 이산화탄소를 공정으로 회수하는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비정상적인

며 원단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나프타증발기(H-1101)의 성능개선을 위해 전단에 나프타공기조절장치(Naphtha

공정개선과 기술개발을 위한 회사의 노력은 제안제도 활성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Preheater)를 설치하였다. 상업운전 초기에는 프리리포머(Prereformer)의 촉매표면에

회사는 공장 가동과 동시에 제안제도를 도입, 사원들의 개선의지를 고양시키는 한

고분자 물질이 피막을 형성하여 촉매수명이 단축되는 문제도 발생했는데, 회사는

편 분임조 활동을 통해 공정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1993년 2월 20일 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소(O₂) 제거설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산팀의 벤젠분임조를 시작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분임조 활동은 회사 및 부서의

초산공정은 BP케미칼즈의 영국 헐(Hull) 공장과 거의 비슷한 공법이었고 또한 헐

개선점을 과제로 선택해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창의성을 발휘

공장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한 공장이었으므로 가동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토록 함으로써 회사와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상 운전이 없었다. 그리고 이즈음 초산의 로듐 촉매에 신촉매를 추가한 운전방

회사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마다 분임조를 결성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이 발견되어서 단계적으로 시험운전을 실시하였다.

수시로 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지원금과 후원제도를 마련하기도 했

1992년 말부터는 공정이 점점 안정화됨에 따라 공정의 최적운전과 원가절감에 노

다. 이렇게 공장가동 이래 제안제도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 초산 생산 능력 연산

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초산공정의 생산량은 일일 450톤에서 510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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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였다. 회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93년 2월 공정 성능시험(High Load
Test)을 실시한 데 이어 4월에는 CO공장의 PSA 용량을 증대시켰다. 아울러 수소
생산설비를 개선하여 수소 판매량을 증대시켜 나갔으며 리포머의 온도조절을 자
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고급제어(Advanced Control)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선 촉매 추가운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초산공정 시험운전을 실시하였으며 유
기물 제거 시스템을 설치하여 초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품질문제를 해결하였다. 또
한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CO량과 반응기 내의 물 농도를 현저히 낮춤으로써 원
가를 절감하기도 했다. 나아가 하절기에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의 성능 개선을 위해 열교환기를 새로 설치했으며 실험실 업무의 효율
화를 위해 자동분석 설비도 설치하였다.

―
1992. 01. 25. 하나 으뜸 실천 결의대회

생산성 혁신운동 추진

1992년 1월 회사는 공장의 안정가동을 위한 혁신운동으로 ‘하나-으뜸 운동’을 전

공장 준공기념일인 4월 30일로 변경했다. 이를 기념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개하였다. 임직원들의 비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고 전개방향을 명확히 하며 상

경주현대호텔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겸한 창립기념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애사심과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확충이

공장은 물론 서울에 근무하는 임직원까지 모두 참여한 행사는 일체감을 형성하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후 회사는 흑자경영기반 구축, 활기찬 조직분위기 조성, 도전의지 강화, 일체감

한편 그룹차원에서 제2창업 제2기 신경영선언을 하는 등 경영의 질적 성장을 위한

조성, 조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전개한 하나-으뜸 운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회사는 이를 계기로 1993년 10월 경영워크숍을 열

해 임직원은 물론 직원가족들도 운동에 동참시켜 나갔다.

었으며 11월에는 실천을 가속화하기 위해 부조례실시 정례화를, 12월에는 ‘나부터

1992년 6월 회사는 경주보문단지에서 사원가족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실시했다.

변화’ 실천사례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듬해 5월에는 가정의 안정 없이는 업무의 질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다시

개혁은 대중이 원할 때 성공한다는 기본적인 원리에서 건의함 제도를, 아울러 대

사원가족을 초청, 대전엑스포 견학행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사원 및 사원가족

표이사에게 직접 제안하거나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DMPP(Direct Mail Proposal To

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룹에서 실시하는 무주리조트 꾸러기캠프에 가

President)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안전·환경을 중시하

족 단위로 초청하기도 했다.

는 경영이념을 수립하였으며 1사 1하천 가꾸기, 지역과 함께하는 봉사활동과 장학

이와 함께 공장 준공 후 첫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회사 창립기념일을 7월 13일에서

사업, 방역사업, 경로사업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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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장 1차 증설

폐열을 이용해 저압의 스팀을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회수를 실현하기도 했다.

회사는 공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초산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1992년

초산공장 l차 증설은 향후 2차 초산공장 증설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말 1차 증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1993년 3월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후 1994

회사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실천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정도 증설만으

년 8월 1차 증설이 완료되기까지 18개월 동안 합작사인 BP케미칼즈와의 기술교류

로는 국내 초산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었다. 향후 회사가 아세틸스

를 이어나가면서 연산 19만 톤 또는 20만 톤으로의 증설에 따른 기술검토를 실시

관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였다. 그 결과 최종 연산 20만 톤으로 초산 생산능력을 증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했다. 이에 회사는 초산비닐공정 도입을 서두르게 되었다.

회사의 공장 증설은 ‘2000년대 세계 3대 아세틸스회사로의 발전’이라는 비전과 초
산비닐공장 신설과 같은 중장기 전략, 국내 PTA 업체들의 수요증가 예상에 따른
결정이었다. 따라서 공장증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증설 시기였다.
이에 회사는 경쟁업체인 다국적 화학기업 셀라니스(Celanese)가 초산공장 증설계획
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증설계획을 발표하였다. 경쟁사보다 먼저 증설계획을 발표

05
환경·안전시스템의 본격 가동

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제1차 공장증설 프로젝트는 BP케미칼즈와의 연구기술계약에 따른 신기술 확보,

환경안전시설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교류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초산 생산량을 연 15

회사는 초산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화학공장의 특성을 감안해 환경안전에 대

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늘리는 1차 증설 프로젝트는 증설양이 그리 많지 않았기

한 유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공장 설계에서 정상운전

때문에 새로운 공정설비를 도입하는 대신 주요기기의 개선 및 추가설치로 프로젝

단계까지 환경과 안전부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BP케미칼즈의 선진 안전기법인

트를 추진하였다.

OHSE Stage Review(1-6단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먼저 촉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초산제품 중 불순물 성분만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생산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분산제어시스템(DCS)과 긴급차단장치

새로운 흡수제를 도입했다. 또한 반응기 내의 부식(Corrosion)물질의 증가에 대비

(ESD)를 설치,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고온부식에 대한 설비의 근본적

해 부식물질 제거설비(Corrosion Metal Removal) 설치와 초산공장의 상세한 공정

인 안전대책으로 초산 제조시설의 장치들을 고가의 지르코늄이나 하스텔로이 재

검토를 통한 기존 보틀넥(Bottleneck)에 해당하는 몇 개의 기기 교체만으로 증설을

질로 설치하였다.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로에 원격감시체계(TMS : Tele-Monitoring System)를 구

아울러 초산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기기 외에 반응기 폐열회수 시스템(Cooler

축하였으며 악취 발생 억제를 위한 습식세정시설(Vent Scrubber)도 설치하였다. 생

System)을 설치, 반응기(Reactor)의 반응온도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했으며 외부

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 높이 70m의 플래어스택

순환량(External Circulation)을 증가시켜 반응기의 반응열을 회수하기도 했다. 또한

(F1are Stack)을 설치했으며, 공장 운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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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 회전장치에 흡음제를 설치하고 공정 밖 펜스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외곽에 자리 잡은 만큼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일러 굴뚝을 마을로

또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시간당 1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폐수처리장(WWT

부터 최대한 멀리 배치했다.

: Waste Water Treatment)도 갖추었는데, 생물학적처리가 가능한 시설이었다. 집수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완전 연소시키는 플래어스택(Flare Stack)을

조, 중화조, 여과처리 시설, 탈수처리 시설 등으로 구성된 폐수처리시설은 법적 배

70m 높이로 해 지상의 탱크나 인화물질에 영향이 없도록 했고, 특히 바람의 방향

출허용 기준의 10분의 1 이하 수준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부유물질(SS)을

까지 고려해 배치함으로써 소음이나 냄새, 불꽃 등 환경안전 측면에서 인근주민에

10ppm 이하로 처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게 피해가 없도록 배려했다.

한편 안전부문에서는 공장의 화재발생에 대비해 공장 전역에 54개의 소화전을 설

공정지역은 취급하는 물질 특성에 따라 까다롭게 방폭 등급을 선정해 등급에 맞

치 했으며, 특히 저장탱크 Area 초산제조시설 주변에는 20m 높이에서 소화수를

는 안전시설과 기기를 사용하도록 기술시방서에 명시했으며 각 시설마다 자동 화

방사할 수 있는 고가폼(Elevated Foam) 모니터를 설치하였다. 공장의 심장과도 같

재·가스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하였다.

은 조정실과 탱크 구역 사이에는 워터커튼(Water Curtain)을 설치해 현장 및 조정

또한 공정 내의 주요 구조부는 철근 콘크리트 또는 내화도료를 도포하여, 화재시

실에서 CCTV 모니터 화면을 통해 원격조작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했다.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다.

각 공정별로는 가스감지시스템(Gas Detector System)을 설치해 공정에서 가스가 누
설되는 것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했고 독성가스가 누설될 경우 조정실에 가

선진안전시스템 도입

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양압설비도 설치하였다. 아울러 공정 주요장치에는 송기

회사는 공장가동과 함께 보건·안전·환경 관리시스템(HSE : Health, Safety, and

마스크(Breathing Air Line) 및 공기호흡기를 구비해 비상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Environment) 구축에 많은 공을 들였다. 임직원들과 인근 지역주민, 나라 전체의
건강과 안전, 환경 친화적인 공장운영 및 기업경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철

환경을 고려한 공장 레이아웃

학 아래 ‘건강은 나 자신을 위해, 안전은 우리들을 위해, 그리고 환경은 후손들을

회사는 초산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생산시설과 유틸리티, 부대시설 등의 배치, 즉

위해’라는 슬로건을 걸고 HSE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공장 레이아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공장의 레이아웃 설정은 공장설계에 있어

특히 회사는 HSE 정책 중에서도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BP케미칼즈의 선진

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주어진 부지에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안전기법인 OHSE(Occupational Health Safey and Envrronment) Stage 6 Review(1~6

생산성과 안전성이 좌우되기 때문이었다.

단계)를 국내 최초로 도입, 각 공정에 적용하였다. 기본설계단계에서 공정위험성

회사는 법적 요건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양과 기준을 적용할 정도로 보건·

평가, 기본설계 완료 후에는 시스템설계, 상세설계 완료 후에는 다시 위험성평가

안전·환경 관리시스템(HSE :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을 최우선적으로 고

(HAZOP : Hazard And Operability Study) 실시, 이어 건설단계, 시운전 준비, 정상

려해 공장 레이아웃을 시행하였다. 먼저 운전에 직접 관계없는 인원과 시설이 위

운전에 따른 안전성 점검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공정안전성 및 위험성을 평가

치한 부대시설은 생산 공정에서 격리되도록 했다. 또한 공장부지가 석유화학단지

하는 기법으로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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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회사는 최적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으며,

을 유지하고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점유율을 최고 수준으로

환경안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공장건설 이후 연속적인 무재해 공장을 구

높이는 것은 물론 수출 시장 개척이 관건이었다.

현해 나가게 되었다. 또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

이에 따라 회사는 국내시장에서 주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시

치계획과 같이 총 12개의 기본관리사항에 대한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는 공정안전

장진입방안과 가격·물류·프로모션 방안, 판매망 선정, 판매조직 운영방안, 고객

운전(OIA : Operations Integrity Assurance)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기술·생산·검

과의 계약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판매 및 수출계

사·생산지원 부문에서 체계적인 공정안전능력을 확보하였다.

획 수립과 합작선인 BP케미칼즈의 아시아 지역 선적일정 조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각 부서의 자율적인 환경안전 관리체제를 운영하고자 작업 전

1991년 11월 마침내 시제품이 생산되었다. 회사는 시제품 생산과 더불어 국내 및

에 위험예지와 지적확인을 실시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예지 경

수출 판매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92년 국내 초산 총수요가 8만 톤 정도에

연대회 등을 통해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수준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안전환경관리

불과했으므로 70% 이상을 회사에서 공급한다 해도 이는 회사가 생산하는 양의 3

생활화를 위해 공장 전 지역을 구분하여 규칙준수, 정리정돈, 청소청결 같은 실천

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내수만으로는 절정 수준의 공장가동률과 수익

운동을 수행하는 My-Area 운동과 주요기기별로 담당자 책임하에 관리하는 My-

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Machine 운동도 전개하였다.

그런데 합작법인 설립 당시 체결한 합작계약에 따르면 수출은 BP케미칼즈에서 수
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출 물량 증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
다.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BP케미칼즈가 회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에 협조

06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던 까닭이다.

수출 개시 및 월간 첫 흑자실현

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은 폐쇄된 자급자족 경제체제에서 개방의

그러던 중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중국시장으로의 수출이 이어지면서 회사는 뜻밖

물결을 타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고, BP케미칼즈의 수
중국 수출 개시

출이 아직 진행되기 이전이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시장변화를 포착해 적극적으

회사는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앞두고 공정개선과 유지보수 전산화 등을 통해 공정

로 시장을 공략, 1991년 12월 2,300톤에 이어 1992년 1월 4,000톤 등 1992년 상반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영업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

기에만 2만 1,300톤을 수출하였다.

였다. 공장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1990년 기본적인 판매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이후에도 회사는 합작선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중국에 대한 수출을 이어나가

이후 1991년까지 고객들의 수요현황과 향후 수요예측, 기존 공급선의 시장점유율,

1992년 총 3만 1,000톤을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영업조직을 확

고객사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하였다.

충하고 뜻밖의 중국 수출까지 실현했으며, 대고객 서비스 제고 등을 통해 초산 판

조사 결과와 제품 특성, 초산시장의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공장가동률

매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대내외적인 여건악화로 인해 회사는 출범 초창기 적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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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인 고객만족 추진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80%대까
지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갔다.

영업력 극대화로 흑자실현

아울러 회사는 끊임없는 공정개선을 바탕으로 공정의 안정가동과 원단위 개선을

회사가 초산공장 상업가동 직후 초산시장 개척에 공을 들일 당시 전반적인 화학시

이뤄 나갔으며 유틸리티 및 경비 절감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현, 수익을 극대화하

장 경기불황과 경쟁업체인 다이셀(Daicel)사의 초산공장 증설 등으로 인해 초산가

였다. 이로써 회사는 1995년 첫 흑자 이후 1996년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격이 400달러 선에 머물면서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 파악했던 것과는 달리 예상치

되었다.

못한 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출범 초창기에 회사가 적자경영을 지속했던 것은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초산
가격 하락이라는 외부요인 외에도 초산공장 특징 중 하나인 초기투자비의 과다지
출, 그리고 생산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흑자실현을 위해서는 초산가격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이 중요했으며 하드웨
어적인 측면에서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초산공장 증설이 필요하였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초산공정의 안정적인 가동과 판매물량 최대실현에 따른
가동률 제고, 그리고 원가절감 등이 시급하였다. 이에 회사는 수요처 개발에 힘을
쓰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혁신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공장 준공 이후 4년 연속 회사는 적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1995년
들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면서 회사는 흑자전환을 실현하게 되었다. 연산 15만
톤으로 출발했던 초산공장이 1994년 8월 1차 증설을 통해 연산 20만 톤으로 생
산능력을 증대한 것이 첫 번째 계기였다. 이후 회사는 1997년 7월 2차 증설을 통
해 연산 35만 톤으로 다시 생산능력을 증대시켰다.
여기에 1995년 들어 화학산업이 초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초산가격도 700달러대를
상회하였는데, 이것이 흑자실현을 가져온 두 번째 요인이었다. 또한 1990년대 중
반에 접어들면서 초산의 주요 수요처인 PTA, EA, 초산비닐 생산공장이 앞다투
어 신·증설되면서 국내 초산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회사는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고 공장가동 이래 줄곧 70%대를 유지해오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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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산비닐분야로 사업 확장
초산비닐 사업 추진

회사는 1991년 10월 초산공장 준공과 함께 ‘2000년 아시아 No.1 아세틸스사 및
2005년 세계 No.3 아세틸스사’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초산비닐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모색하였다. 이어 회사는 새로운 인력을

History

선발하여 신규사업팀을 구성, 초산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위한 초산비닐사업 확장

1995 - 2002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회사는 비전 실현과

아세틸스 전문기업으로 성장

을 추진하였다.
당시 회사는 초산공장 가동 후 계속되는 화학시장의 경기침체로 적자경영을 하고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는 초산비닐 공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규사업팀

1993. 01. 초산비닐공장 기술도입 계약 조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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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울산공장과 서울사무소로 이원화해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초산비닐은 초산 유도 제품의 하나로 초산과 에틸렌을 원료로 제조하며, 고급 비
닐 소재인 폴리비닐알콜(PVA),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1990년대 중반 국
내 수요가 약 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에 회사는 1993년 1월 합작선인 영국 BP케미칼즈와 에틸렌 기상공법을 적용하여
연산 15만 톤을 생산하는 초산비닐 제조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

―

1995. 07. 13. 아세아 아세틸스 공장 기공식

1995. KVAM 프로젝트 공사개요

그러나 1993년 10월 삼성엔지니어링과 기술시방서를 완료하면서 바로 시작될 것
같았던 초산비닐공장 건설은 계속 미뤄졌다. 예상과 달리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침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가 새로운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초산비닐 공장 건

체와 초산비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이렇게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초

설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세 회사가 각각 3분의 1씩 균등 출자하여 아세아

산비닐 공장건설은 1995년 들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아세틸스라는 사명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었다. 다만, 아세아아세틸

회사는 새로운 합작 파트너 미국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와 손잡기로 하

스는 새로운 합작 파트너의 참여로 인하여 합작법인을 신설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고 1995년 3월 26일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현 롯데정밀화학), 영국 BP케미칼즈,

업무는 포괄적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직접 담당하였다.
같은 해 5월 17일 아세아아세틸스는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이사 선임, 정관승인 등

1995. 03. 26. 아세아 아세틸스 합작계약 조인식
―

의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였으며 회사 공장부지에 약 700억 원을 투자, 연산 15
만 톤 규모의 초산비닐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초산비닐공장 건설

회사는 1995년 3월부터 울산 공장부지 지질조사를 거친 후 7월 13일 기공식을 갖
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프로젝트 단계별로 인허가를 취득하고 위험성
평가(HAZOP)와 OHSE 등을 반영한 설계업무도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현장 토목
기초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10월부터는 지하배관 공사, 철골 및 지상배관
공사 역시 순조롭게 이어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어지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도출하기 시작했다. 공
장 건설에 필수적인 자재 중 하나인 스테인레스 파동으로 가격이 갑자기 3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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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상승하였으며 국내 건설인력의 인건비도 급상승해 시공사는 물론 국내외 제

원과 품질확보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 회사는 주간 연속작업과 우천일 및 휴일작

작업체에게 타격을 입혔다.

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이를 극복했다.

회사가 직접 발주한 반응기 제작업체인 벨레리(Belleli)사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기

완공을 불과 2개월 앞둔 6월 2일, 150톤 중량의 반응기가 안전하게 현장에 설치되

도 했다. 발주를 취소하고 다른 업체에 맡길 경우 당초 지불한 금액을 손해보는

었다. 이어 20일에는 재순환 컴프레서(Compressor)의 성능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초

것은 물론이고 건설공기가 적어도 6개월은 지연될 것으로 보였다. 회사는 당초납기

산비닐 사업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물론 부도위기에 처한 제작업체

보다 3개월 지연된 납기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20만 달러를 벨레리사에 추가로 지

사정으로 반응기가 지연 도착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회사는 반응기를 설치할

불키로 하고 제작을 계속 맡겨 위기를 모면했다.

주변 철골을 미리 설치한 후 반응기 도착 후 다시 분해해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통

1996년 들어 국내외 제작업체에 발주한 설비들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각종 타

해 공기지연을 만회하였다.

워 및 압력용기 설치가 시작되었다. 4월에는 분산제어시스템(DCS : Distributed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했던 계기공사를 2개월여 만에 성공적

Control System) 설치시험이 진행되었고, 초산비닐 공장에서 가장 큰 설비인 초산

으로 완료한 회사는 부대시설의 OHSE 5단계를 마치고 초산탱크를 시작으로 냉각

탈수탑 설치도 진행되었다. 이어 OHSE 4단계, BP 라이센서(Licensor) 점검을 실시

탑시설, IA 시스템 등을 시운전팀에 인계하며 공장 건설을 완료하였다.

하기도 했다.
그런데 1996년 5월 공장건설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인력유동이 극심해 인력동

시운전 및 상업생산

초산비닐공장이 기계적 준공을 앞둔 시점부터 회사 시운전팀은 BP케미칼즈 연수
1996. 10. 11. 초산비닐공장 준공식
―

를 통해 습득한 초산비닐공정 운전기술과 과거 초산공장 건설 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운전 준비에 들어갔다. 먼저 운전원들에 대해 초산비닐 공정에 대한
이론교육을 반복 실시하였으며, 건설 중인 공장의 현장점검을 통해 강도 높은 현
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초산비닐공장은 금이나 팔라듐(Palladium) 같은 고가의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고
원료로 산소를 사용함으로써 운전 및 취급과정에서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공사 마무리 단계인 1996년 7월과 8월에는 시운전팀을 주축으로 사전 시운전 작업
(배관 클리닝, 기밀시험, 회전기기 시험운전)을 거쳐 촉매 충전이 시작되었다. 이어
BP케미칼즈와 함께 OHSE Stage V Review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시운전 개시에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1996년 9월 5일 공식적인 시운전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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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시운전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즈와 장기계약을 체결, 공급처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다.

품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불순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내부 기준치를 초과하였

회사의 경우 제품의 공급선이 합작선인 BP케미칼즈였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증대

다. 이에 시운전팀과 BP케미칼즈 기술진은 문제 파악과 공정 개선을 통해 설비를

는 물론 가격 책정에 대한 결정도 공급선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했다. 이러한 이

정상화 시켰다. 이와 함께 초기 시운전 중 부산물인 중질유(Heavy Ends) 제거에

유로 회사의 프리마케팅 노력은 초기단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애를 먹기도 했으나 기술력을 동원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업생산 체제를 구축

회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 방문조차 어렵던 일부 주요 고객사들과 프리마케팅

하였다.

을 통해 교류하였으며, 첫 방문 3~4개월 후에 거래를 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들어 공장 가동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다. 촉매의 활성도 저하로

이후 회사는 가격안정과 물량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경쟁사

인한 촉매 수명저하, 이에 따른 생산능력 저하였다. 회사는 보통 2년 동안 사용하

와의 경쟁관계 설정에 있어서 경쟁사의 기존 공급물량을 급격히 빼앗기보다는 점

는 촉매를 1년 만에 교체했으나 바뀐 촉매 하에서도 활성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

진적인 시장점유율의 증대를 통해 경쟁사를 너무 자극하지 않고 시장가격의 안정

하였다.

을 도모하였다.

회사는 1998년 상반기 합작선인 BP케미칼즈, 유니온 카바이드 등의 기술진과 함

이와 함께 고객과의 거래관계도 고객이 회사와 경쟁사의 가격을 매월 비교해 구

께 T/F팀을 조직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98년 9월 정기 보수 때 문

매하던 방식을 탈피해 계약에 의해 일정물량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해 나

제가 되었던 설비를 전부 보완하고 운전절차도 개선 및 보완해 공정을 정상가동하

갔다.

게 되었다.

치열한 가격 경쟁은 지양하면서도 프리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인 1994년에 합작선인
BP케미칼즈와 유니온 카바이드의 판매를 합쳐서 29%에 불과하던 국내 시장점유

초산비닐 영업의 전개

율이 1995년 34%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에는 다시 44%로 늘어났다. 이후 회사가

기존 생산제품인 초산을 주원료로(약 70%) 하는 초산비닐 공장 준공을 1년 이상

초산비닐 생산을 개시한 1997년에는 59%까지 증가하였다.

앞둔 1995년 8월부터 회사는 해외에서 초산비닐을 수입, 국내영업 기반을 다지기

이후 IMF 외환위기로 전체 산업의 가동률 저하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1998년

시작했다. 당시 세계 초산비닐 시장을 선도하는 1위 기업은 미국의 글로벌 원료기

에도 회사는 초산비닐을 주원료로 하는 관련 기업의 수출제품용으로 제품공급을

술 및 특수소재 전문기업인 셀라니즈사였는데,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

증대시켜 나갔다. 이로써 초산비닐 관련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동

고 있었다. 회사는 제품 출시 이전에 프리마케팅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각인시키

시에 국내 수요의 감소추이에도 불구하고 약 10% 정도의 시장점유율 증대를 실현

고 점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서둘러 영업체계를 구축하고

하였다.

자 했다.
그러나 초산비닐의 주요 수요처인 동양화학이나 한화종합화학, 태영화학 등은 이
미 경쟁사인 셀라니즈와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들은 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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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15만 톤 증설방안, 그리고 초산 생산 기준 20만 톤의 CO 제조공장과 초산
15만 톤 증설방안 등 총 3개의 방안을 수립, 검토하였다. 아울러 기존 초산공장의
간접인력 활용극대화를 통한 고정비 절감, 기존 부지와 유틸리티 등 부대설비 효
율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초산공장 증설배경

이렇게 약 5개월에 걸쳐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 결과, 투자비 및 향후 수요 증가에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1994년 우루과

대비하기 위해 CO 20만 톤 및 초산 15만 톤 생산능력을 갖춘 증설방안을 최종적

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 1월 1일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5년 6월 이사회와 7월 열린 주주총회의 승인을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신하는 세계무역기구

거쳐 초산 생산량을 연산 35만 톤으로 늘리는 제2차 증설을 추진키로 하였다.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하면서 세계 무역시장에 개방화가 가속

회사는 초산공장 증설방안 확정 이후 1995년 내에 기술 도입과 기본설계를 완료

화된 결과였다. 이렇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자생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하고, 1996년에는 본격적인 상세설계 및 구매, 공장 건설에 착공하기로 계획을 세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세

웠다. 이어 1997년 7월 준공해 8월에는 정상가동에 들어가기로 하고 1995년 10월

계 석유화학 경기활성화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는 중이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제2차 증설 추진조직을 구성, 본격적으로 증설공사에 착수하였다.

떠오른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의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당분간
호황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신기술 도입 추진

특히 원유와 나프타 가격, 그리고 환율이 안정되면서 그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회사는 초산공장 증설계획에 따라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재 발주 등을 추진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모처럼의 호재를 만나 경영이 크게 개선되었다. 초산공장 상

하는 동시에 기술도입에 착수하였다. 초산 제조기술은 BP케미칼즈의 신 촉매기술

업생산 이후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 역시 석유화학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1995년부

인 카티바(Cativa)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 바로 기술도입계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터 흑자경영을 실현하게 되었다.

CO 제조기술은 기존에 도입, 적용하고 있는 덴마크 할도톱소(Haldor Topsoe)사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호황은 PTA 공장의 활발한 신·증설로 이어졌는데, 이로써

의 수증기변성(Steam Reforming)에 의한 CO 제조기술 대신 BP케미칼즈의 헐(Hull)

1994년의 10만 톤 규모의 국내 초산 수요가 1997년에는 3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

A5 초산공장에서 도입, 사용하고 있는 부분산화공법(Partial Oxidation) 도입을 검

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초산비닐 분야로 사업 확대를 추진,

토하였다.

이미 공장 건설을 진행하던 회사는 초산수요증가에 따른 기회선점 차원에서 새로

이에 따라 회사는 부분산화공법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텍사코(Texaco)사

T/F팀을 구성해 1995년 1월부터 초산증설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를 기술도입선으로 한 독일의 린데(Linde)사, 쉘(Shell)사를 기술도입선으로 한 루르

T/F팀은 초산 증설 규모를 기존의 리포머 CO공정과 초산공정을 증설하는 초산

기(Lurgi)사를 우선 검토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중유와 나프타를 사용한 경

생산 10만 톤 규모의 증설방안과 기존 초산공장의 카피 플랜트(Copy Plant) 건설에

우에 대해 견적을 비교 검토한 결과, 생산성과 운전의 효율성, 투자비, 유지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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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비슷하나 환경측면에서 나프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는 치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기술도입선 선정, 설계

회사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기로 하고 다시 린데사와 루르기사 견적을 정밀하

기간 단축을 바탕으로 한 투자비 절감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1996년 8월 1일 공장

게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투자비 및 변동비 측면에서 린데사에서 제출한 안이

항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착수하였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린데사의 부분산화공법을 도입하기로 잠정 결론

회사는 이후 약 1년간의 공사일정과 총 800억 원이 투자된 증설사업을 통해 초

을 내렸다. 이후 회사는 기존 초산공장의 CO 제조기술을 제공한 덴마크 할도톱

산 생산능력 15만 톤을 증설, 총 35만 톤 규모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소사의 수증기변성에 의한 CO 제조기술과 린데사의 부분산화공법을 비교 검토하

를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계속된 국내 PTA 생산공장의 활발한 신·증설에 능동

였다. 만약 할도톱소사의 CO 제조기술이 유리할 경우 기존 기술로 2차 증설을 추

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초산산업의 기회선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토대로 ‘21세기

진하기 위함이었다.

세계 초산기업 TOP 3’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검토 결과 린데사의 공법이 할도톱소사에 비해 생산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운전 효율성이나 투자비, 건설기간, 유지보수비, 향후 증설 가능성 측면에서는 유

No.2 CO(POX)공장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995년 12월 임시 이사회를 열고 린데사의 공법을 도

No.2 CO(POX)공장은 초산 35만 톤 증설사업의 핵심설비로 기존 CO 제조기술과

입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미국 텍사코사와 기술도입 계약 협상에 착수하였다.

는 상이한 부분산화공법(POX : Partial oxidation)을 도입하여 건설한 CO 제조공장

협상 도중 주원료인 나프타를 텍사코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의 기술도입 계약

이었다. 독일 린데사와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기초 설계에서부터 상세 설계,

서 삽입을 요구하는 등 텍사코사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1996

자재 구매, 건설공사까지 일괄 계약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였다.

년 3월 22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1996년 5월 7일 외국 기

1996년 1월 기초설계에 착수한 뒤 회사를 필두로 린데사, 삼성엔지니어링, BP케미

술도입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했다.

칼즈가 함께 공정안정 검토에 참여해 예상 잠재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 해결함으
로써 공정의 조기 안정가동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주요설비들은 독일 린데사가

증설공사 완료

적정 업체에 조기 발주하였으며 설비별 공정 진행관리를 통해 공기 내 모든 설비

회사는 기술도입 계약의 지연에 따른 건설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린데사를 통

들을 설치하였다. 회사는 엔지니어와 BP케미칼즈 기술진을 린데사에 파견, 상호협

한 기술도입계약 체결과 별도로 원천기술 보유기업인 텍사코사에 기본설계를 맡겼

조체제 하에서 설계 및 설비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이어 1995년 12월 29일 독일 린데사와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CO 제조공

공사는 1996년 8월 항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갔는데, 회사를 비롯

장 건설 가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업무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정식 건설계약을 위한

한 린데사, 삼성엔지니어링, BP케미칼즈가 품질 조직을 별도로 구성, 고품질·무

실무에 들어갔다.

결점 공사가 되도록 했다. 운전요원과 정비요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자체진단

초산 제조공장의 경우 합작사인 BP케미칼즈의 기본설계 패키지를 토대로 삼성엔

(OHSE STAGE 4.5)을 통한 가상훈련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정에 대한 이

지니어링에게 상세설계와 구매, 건설을 일괄 발주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3월 31

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요원 전원을 린데사에 보내 교육받도록 하였다. 주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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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친 혁신활동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회사의 본격적
인 혁신활동은 1994년 변화와 질 위주로 전개한 삼성그룹의 신경영과 함께 시작되
었다. 이후 매년 제품·사람·경영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신경영 전개도를
작성, 대대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97년 하반기 도래한 IMF 외환위기와 함께 회사를 둘러싼 경연환경에 중대
한 변화가 찾아왔다. 2000년 들어 합작선인 BP케미칼즈가 말레이시아에 50만 톤
규모의 초산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셀레니스사도 싱가폴에 50만 톤 규모의 초산공
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었다.
아시아 지역에 초산공장을 증설한다는 정보가 실현될 경우 회사는 향후 사업 확
―
No.2 CO(POX)공장

장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국내시장에
서 수입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이에 회사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나
기 위한 혁신전략으로 ‘Survival 21’을 수립하였다.

들에 대한 정비기술 습득을 위해 건설 시점부터 전문가를 초빙, 철저하게 교육시

어떠한 경영환경 하에서도 생존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이윤을 창출

킴으로써 정상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했다.

하는 회사, 나아가 경영성과를 종업원과 공유하고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는 ‘강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7년 8월 모든 공장의 건설이 완료되어 시운전에 돌입하였

회사, 좋은 직장’이라는 비전을 담은 혁신전략이었다.

는데, 시운전 역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공장 인력이 포함된 전담 조직

회사는 Survival 21 경영혁신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을 구성, 원활하고 체계적인 시운전이 되도록 했다.

설비종합효율 99% 달성, 전사원의 PRO화, 공정최적화 그리고 신기업문화 창출을
위한 실천과제의 전사적 추진으로 선진수준의 설비종합효율 및 원가경쟁력 달성
을 선정하였다.

03
Survival 21에서 TPM으로-경영혁신활동의 진화

회사는 핵심전략 실현을 위해 AMS(Acetyls Management System), MMS(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TIS(Technical Information System),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수주출하시스템 등 다양한 경영시스템을 구축,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
하였다.

Survival 21 혁신활동

또한 Skill-block 같은 직능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성과연동형 승격 임금제도를 실시

회사는 공장 가동 이후 공정최적화를 위한 개선활동을 전개했으나 초기에는 경영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자율, 책임, 스피드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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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를 창출해 나갔으며, 이를 제품과 소프트웨어에서의 경쟁력 강화전략으

동을 전개하였다.

로 승화시켜 나갔다.

TPM 모델 활동이란 주택 매입자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꼼꼼

한편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개

히 살펴보고 구입 결정을 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활동이었다. 본격적인 TPM 활동

한 Survival 21 혁신활동은 침체된 회사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다각도에서 미리

능률협회가 1999년 개최한 제22회 최우수 기업가치 경영대상에서 가치증진대상을

살펴보고 활동 방향과 실천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선제적 활동이 TPM 모델 활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기도 했다. 가치증진 대상은 업종(부문) 구분 없이 뛰어난 기

이었다.

업 가치를 창출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회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도

관리자와 분임조로 나누어 추진한 TPM 모델 활동을 통해 회사는 향후 구축될

핵심요소에 중점을 두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재무구조를 최적화하고 월

TPM 활동의 표본을 만들었으며 활동지침을 담은 이론적 매뉴얼을 실제 활용 가

드 베스트 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능한 실천적 매뉴얼로 전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모델 활동을
통해 TPM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 전원을 지도자급으로 만들어 원활한 활동이

최고를 향한 TPM 활동 전개

이어지도록 했다.

1990년대 후반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Survival 21 혁신

모델 활동이 한창 진행되던 2000년 5월 26일에는 TPM 기능교육장을 열기도 했다.

전략을 통해 구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는 임직원들의 역량을 결집, 2002년

설비종합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까지 World Top 3 경쟁력을 확보하여 최고 수준의 회사로 도약한다는 것을 목표

수 있는, 설비에 강한 오퍼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설비의 기능과 점검요령을 중점

로 새로운 혁신활동을 전개하였다. 최고의 경쟁력을 토대로 최고 수준의 회사로

교육시키기 위함이었다.

성장해 나간다는 비전을 담은 Best 21 혁신전략이었다.

실물 교재를 설치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한 기능교육장은 상설점검반의 독자적인

회사는 Best 21 전략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전사적인 설비보전활동인

노력과 최소 비용으로 설치하였다. 이를 위해 우수한 타사 기능교육장을 벤치마킹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을 비롯하여 Manufacturing Excellence, 웹 기반

했으며 공장 유휴건물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였다. 교육에 필요한 실물 교재 역시

경영시스템 구축,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 등을 핵심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유휴설비나 폐자재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도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TPM이었다.
TPM은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것으로 ‘설비보전업무는 보전 부서만의 고

TPM 세계대회에서 수상

유업무’라는 기존의 인식을 깨뜨리고 모든 임직원이 설비보전업무에 참가, 설비고

TPM 도입 이후 생산시스템의 체질을 개선,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장의 원천적 봉쇄는 물론 불량제로, 재해 제로를 추구해 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

된 TPM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TPM 활동을 시작한지 2년 만에

고자 하는 경영혁신운동이었다. 회사는 빠른 시일 안에 TPM을 전파하고 임직원

회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01년 생산혁신, TPM 대상 시상식’에서

모두에게 혁신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 2000년 3월부터 7월까지 TPM 모델 활

TPM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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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혁신 추진 내역(1995~2001)
1995~1997

1998~1999

2000~2001

그룹 신경영

경영혁신(Survival 21)

경영혁신(BEST 21)

사업의 확장과 인프라 구축

제품과 소프트경쟁력 강화

BEST경쟁력 확보

- 공장 신증설(초산, 초산비닐)

-	신증설 공장 안정화

- BP System 도입

-	TPM(기업체질강화)

-	합작선 정보 공유 확대

-	공정 최적화/자동화

- 각부문 경영 시스템 구축

-	경영 시스템 통합화

-	생산 기술 자립

- 팀제 및 신인사 제도 도입

-	능력주의 인사 제도 도입

-	Web 기반 경영시스템

-	그룹 공통 과제 추진

-	기능직 교육 제도 도입

(ESI/CSI/사회봉사/제안)

-	PIP 목표 관리

(스피드/지식경영)
-	제도 혁신/전문가양성
-	PIP 목표 관리
-	공장증설/수종사업 발굴

―
2001. 11. 05. 2001년 생산혁신·TPM 세계대회 수상

04

2001년 11월 8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TPM 대상’에서 성공적인 TPM

고객 중심의 판매·공급체계 구축

활동을 통한 설비보전과 현장개선으로 국내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
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대고객 품질보증 제도

또한 본 대회에서 박세훈 공장장은 ‘2001년 TPM 세계대회 인상(人賞)부문 경영자

회사가 상업생산을 개시한 이후 국내 고객들이 요구하는 품질규격이 회사의 품질

상’을 수상했으며, 생산1팀 ABS분임조는 ‘전국 TPM 분임조 자랑대회’에서 최우수

규격과 차이가 없어 고객들의 공정에 문제가 없었다. 다만 해외 고객의 요구품질

상을 수상하며 설비보전에 강한 회사 이미지를 산업계 전반에 각인시켰다.

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일반적인 초산품질보다 더욱 엄격한 규격을 요

한편 외부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생존하겠다는 의지에

구했기 때문이다.

서 시작된 Survival 21 혁신활동에서 시작해 TPM 활동으로 이어진 회사 혁신활동

초산제품에 대한 불순물 규격수준을 10억분율을 의미하는 ppb(part per billion) 수

전개 내역은 표와 같다.

준으로 요구하는 등 회사의 불순물 규격수준 측정방식과 다른 방식을 요구한 것도
품질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었다. 회사에서는 해외 고객사를 방문, 검사 방법을 일
치시키는 방식으로 개선을 시도했지만 이후에도 완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불순물(I 화합물)의 관리농도 요구수준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시점에서는 정
상이었으나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는 불량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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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회사에서는 직원을 보내 원인을 상세히 살펴본 결과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의 손실 요인이 됨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P케미칼즈의 경우 초산운송용 전용선박을 이용하

이에 회사는 종합품질 향상대책을 수립,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갔다. 기본품

고 있으나 회사가 이용하는 국내 대부분의 선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번

질과 성능품질로 나누어 종합적인 품질향상 대책을 수립한 후 부서별로 추진해야

갈아 선적함에 따라 발생하는 품질저하현상이었다. 초산운송 전에 선적했던 화물

할 항목과 과제를 선정해 전사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 결과 1996년부터

이 남긴 극미량의 불순물이 초산을 오염시켜 품질을 떨어뜨렸던 것이다.

선진수준을 달성하게 되었다.

회사는 고객만족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영정책에 따라 판매·물류·품

이후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공정설계상 40ppb로 규정했던 Total I의 함량을

질 담당부서 간 협의로 선적 라인스톱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선적 라인스톱시스

10ppb 이하로 개선했으며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함량 역시 설계기준치인

템은 초산 수출 전에 선박을 두 차례에 걸쳐 클리닝한 후 시료를 채취, 아무 이

400ppm을 능가하는 250ppm을 유지함으로써 선진품질을 유지하게 되었다.

상이 없을 때만 초산을 선적하여 운송하는 시스템이었다.
선적 라인스톱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회사 제품에 대한 고객사들의 불만제기는 발

수주출하시스템 구축

생하지 않았다. 초산비닐공장 가동 후에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단 한

회사는 복잡한 수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력과 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고객사가

건의 품질오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1993년 개발에 들어가 1997년까지
3단계에 거쳐 수주출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Off-Spec율 선진수준 달성

1995년 6월 완성한 1단계는 기존 업무를 표준화하고 프로세스화하며 데이터를 축

21세기의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품질을 조기에 달성해 세계 최

적하는 표준화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어 1997년 4월까지 인력과 시간, 시스템을 최

고의 품질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품질경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회사는 제

적화하는 2단계를 거쳐 같은 해 12월 취득한 정보를 편리하게 가공하여 활용할 수

품에 대한 선진품질 수준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고객들의 요구 품질

있는 최종 3단계 시스템까지 완성하였다.

수준과 합작사의 품질수준을 파악했다. 그 결과 회사 제품의 품질수준이 몇 가지

수주출하시스템은 매출·채권·비용과 관련된 회계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했으며 관

항목에서 선진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환급과 관련해 세관EDI 시스템과 연결하였다. 또한 제품분석에 대해서는 LAB

먼저 고객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 생산량을 의미하는 규격미달

과, 그리고 생산·재고관리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시스템(AMS)과 연계되도록 시스

(Off-Spec)율은 선진사의 0.19에 비해 0.2%로 약간 높았고 설비종합효율은 95.9%

템을 구성하였다.

로 선진사의 98.5%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공정

이에 따라 판매와 관련된 주요경영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영업활동에

설계상 문제와 빈번한 공정 이상이 그 원인이었다.

도움을 주었으며 재고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토록 함으로써 공정관리에도 기여하였

이렇게 초산제품의 많은 품질 항목 중 일부 항목이 국내외 선진제품과 비교하여

다. 탱크로리 출하장의 계량시스템을 개량하면서 모든 탱크로리 출하를 시스템과

수준차이가 있었으며, 동시에 잦은 트러블로 인한 규격미달 증가는 품질 및 제품

연결토록 함으로써 인력절감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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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주확인, 차량적재, 계량, 송품장 발행, 데이터의 시스템 입력을 현장 제품

닐 공정 ISO 9002 인증 취득의 초석이 되었다. 아울러 ISO 9002 인증 취득은 인

출하장(Loading Station)에서 일괄 처리토록 함으로써 인력과 시간, 그리고 계량 손

증서 획득이라는 가시적 효과 외에 모든 사원의 기본 지키기 습관화, 품질 활동

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현장의 차량 품질관리 체제의 정착을 가져오기도 했다.

규정의 재정비 및 규격화 등에 기여하였다. 나아가 부서간의 품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실질적인 품질개선을 위한 기록의 습관화에 기여하였고, 이는 결

ISO 9002 인증 취득

국 회사의 품질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로 이어졌다.

회사는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품질경영 추세에 부응하기 위
해 ISO 품질인증 체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제품 대부분을 수출하는 회사로서는
해외 고객사들의 ISO 인증요구도 외면하기 어려웠지만 내적으로도 공장가동 이후
여러 가지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하면서 업무에 대한 표준정립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1994년 서둘러 ISO 인증 T/F팀을 발족하였다.

05
무재해·무공해의 친환경사업장

새로 출범한 T/F팀은 먼저 전사적으로 ISO 인증체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착수했다. ISO 개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교재를 작성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재해 사업장 추진

한달 여 간의 교육을 실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그룹 관계사의 ISO 인증

회사는 화학제품 생산 기업으로서 창립 초창기부터 무재해·무공해에 대한 각별한

사례를 벤치마킹, 회사실정에 맞는 인증대책을 수립했다.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창립 당시 선진보건환경정책인 HSE(Health,

이어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침서 및 작업표준을 준비하
는 한편 관계사의 심사 참관을 통해 문제점을 파
1995. 02. 10. ISO 9002 인증 획득
―

악, 수정하였다. 처음 추진하는 업무였기 때문
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약 4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1995년 9월 l차 예비심사를 UL(Underwrite
Laboratory)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후 한 달간에
걸쳐 지적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한 후 1995년 10
월 본심사를 통과함으로써 1995년 12월 초산공
정에 대해 ISO 9002 인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초산공정에 대한 ISO 9002 인증 취득은 1997년
6월의 ISO 14001 인증과 1997년 10월의 초산비

1998. 07. 01. 산업재해 예방 대통령 표창장(좌)
2006. 12. 울산광역시 안전문화대상 수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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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Environment)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철저하고 완벽한 무결점 HSE를 유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해 나갔다.

회사는 OIA 도입을 위해 1995년 6월 BP케미칼즈와의 킥오프미팅을 시작으로

이러한 노력으로 1991년 10월 공장 가동 이후 1995년까지 무재해 4배를 달성했으

1996년 7월까지 4차에 걸쳐 OIA Review Meeting을 실시하였다. 특히 2차 미팅은

며, 1996년에는 5배를 달성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무재해 동탑을 받았다. 1997년

영국의 헐 공장에서 실시해 BP케미칼즈의 OIA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

11월 20일에는 무재해 6배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공장 가동 이후 6년 동안 4일 이

기도 했다.

상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록이었다.

이후 모든 사원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1996년 8월 구축한 OIA 시스템은 공정위

위험도가 높은 석유화학 공장으로서는 매우 자랑스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었다.

험성평가(Process Risk Assessment) 등 주요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는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였다. 모든 임직원이 철저한 규정준수와 적극적인 환경

모든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BP케미칼즈와 공동으로 실시해 주요항목(Major

안전 개선을 추진, 회사는 2002년 무재해 12배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또한

Recommendations) 16개와 일반항목(General Recommendations) 80개를 반영, 회사에

환경친화기업 지정, 산업재해예방 단체 부문 대통령상, 환경경영대상, 울산환경대

꼭 필요한 ‘공정 위험성 평가 지침’ 등 HSE Control Rule 47개를 새로 정립하였다.

상, 안전문화대상 울산광역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작업허가 시스템 보완, 공정개선 절차 재정립, 프로세스데이터의 업데이

아울러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부가 주관하는 ‘11대 안전기본 지키기’

트 및 공정별 운전 매뉴얼 보완, 물질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운동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울산지역 화학제품 제조업체 중 제1호로 ‘11대 기

등도 새로 만들었다.

본수칙 지키기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기도 했다.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매일경제

회사는 OIA 시스템 도입으로 1997년 법제화된 산업안전공단의 공정안전규정

의 서류심사, 무재해 기록, 현장실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우수사업장 인정

(PSM)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종합적 안전관리규정(SMS)에 적시된 법적규

은 전사원이 자율적으로 HSE를 실천한 결과였다.

제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명확한 시스템

이렇게 무재해 사업장 기록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회사는 공정안전관리(PSM :

을 구축함으로써 HSE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행 수준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등급인 P등급을 유지
하고 있으며, 합작사인 BP케미칼즈는 물론 국내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최고의 평

인스펙션(Inspection) 시스템 도입

가를 받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회사는 BP케미칼즈로부터 OIA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공장의 각종 설비에 대한 점
검(Inspection)과 이력기록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여기에 국내외적으로

공정안전운전(OIA)시스템 도입

화학공장의 빈번한 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은 물론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

공정안전운전(OIA : Operations Integrity Assurance)시스템은 HSE에 기본을 둔 시스

됨에 따라 회사는 1996년 인스펙션(Inspection)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다.

템으로 공정안전(Process Safety)에 대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축적한 기술을 업

회사는 시스템 도입에 앞서 각종 산업표준에 맞고 법적 요구 사항을 만족하면서도

무와 교육에 활용, Process와 Maintenance 등에서 최고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회사의 기업문화에 적합한 인스펙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인스펙션 전담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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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전산시스템 도입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교육훈련을 선행한
환경경영정책

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96년 6월 독립조직인 인스펙션팀이 발족했으며, 7월에는 BP

-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케미칼즈의 Fearnall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어 11월에는 인스펙션 매뉴얼을 제정

-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나아가 지구촌 이익을 중시한다.

- 쾌적한 환경개선에 앞장선다.

했고 1997년 4월 전산점검 체제(MAXIMO)를 구축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마침내

	위와 같은 HSE원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목표대비 성과를 분석할 것이며, 직원, 고객,
납품 및 협력업체와 지역주민 등 공공사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할 것이다.

인스펙션 시스템을 완료하였다.
회사의 인스펙션 시스템은 공장의 각종 설비를 등록하고 설비별 등급을 구분해
매월 또는 매년 검사할 설비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검사하는 공장설비 검사(Plant

환경친화기업이란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Inspection)를 필두로 공장의 개조나 신·증설 되는 설비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

환경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하는 업체에 대해 환경부가

한 제작 검사(Fabrication Inspection)를 수행할 수 있다.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원적

이와 함께 각종 설비 및 배관의 부식을 측정하는 부식 관리(Corrosion Monitoring),

인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청정기술 및 청정생산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자재가 목적에 맞는 재질인지를 검사하는 자재 관리 및 실패 조사와 분석(Material

아래 정부의 일방적 행정규제가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이 법 수준 이상의

& Failure Investigation)도 가능하였다.

환경보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시스템 도입으로 설비의 중대결함을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

회사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

하고 설비와 배관의 부식 측정을 통해 부품의 적기 교체가 가능해졌다. 또한 문제
기기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수립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각종 기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각종 설비를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

회사는 1991년 10월 공장 가동 이후 환경오염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93
년부터 매년 환경부로부터 환경모범업체 지정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만족
하지 않고 전반적인 공정내의 환경개선 및 에너지 개선을 실현하고, 이를 토
대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 환경경영정책을 수립하고, 1996년
1월 T/F팀을 발족하였다.

1997. 12. 15. 환경친화기업 지정(좌)
1997. 12. 15. 환경친화기업 지정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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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

서, 작업표준서를 작성해 문서화했으며, 이러한 양식을 체계적으로 등록해 관리하

다. 대기환경보호 차원에서 보일러 원료를 청정연료를 사용하였으며 폐수처리장의

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후 사내감사 및 본 심사를 거쳐 1997년 6월 20일

최적운전을 통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 Chemical Oxygen Demand), 부유물질

회사는 독일 TÜV사로부터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다.

(SS : Suspended Solid) 등이 lOppm 이하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한편 환경경영체제 인증 취득을 통해 회사는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 법규

이와 함께 에너지 절감, 소음, 악취, 폐기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배출도

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이 감소함

최소화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환경친화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으로써 회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동시에 공해 및 폐기물 예방과 비용절감 같은

차원에서 인근 주민이나 관련 업체 임직원 등의 공장견학을 실시하기도 했다.

유·무형의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1SO 14001 인증을 계기로 환경관리에 있어
높은 수준 향상을 달성하기도 했다.

ISO 14001 인증 취득

환경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회사는 지속적인 환경경영 추진을 위해 1997년 3월
ISO 14001 T/F팀을 구성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1996년 제정한 환경경영
에 대한 국제 인증 ISO 14000 시리즈의 핵심 환경경영체제(ISO 14001)인증을 취득

06
조직체질 강화 위한 경영 인프라 확충

하기 위함이었다.
T/F팀은 구성 이후 환경방침 및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
는 등 기본방향을 정하고 활동을 전개했다. 초기 환경성 검토를 통해 환경에 미치

멕시모(MAXIMO)시스템 도입

는 영향에 따라 심각성을 구분, 그 정도가 심각한 소음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회사가 처음 유지관리시스템(MMS :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한 것

(VOC), 식당의 잔반 줄이기 등에 대한 관리절차를 도입하고 개선목표를 정해 이

은 1992년 10월 말이었다. 그러나 당시 구축한 MMS는 DOS 환경에서 운용되는

1997. 05. 23. ISO 14001 인증 심사
―

를 실천하였다.

제미스(GEMIS) 프로그램으로 운용에 제약이 있어 현업에서의 요구 사항들을 모

이와 함께 사내기준을 정하고 각

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회

부서별로 세부실천 계획과 표준

사는 1996년 4월 실제 시스템을 사용할 현업 위주의 T/F팀이 발족, 새로운 시스템

지침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환경

도입을 추진하였다.

관리 기록에 대한 관리체계도 갖

T/F팀은 인근 삼성석유화학을 비롯해 여러 회사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추어 나갔다. 환경경영체제(EMS

합작사인 BP케미칼즈의 MMS매니저인 Evans와의 연계협의를 통해 미국의 설비관

: Environmental Management

리시스템업체인 PSDI사에서 개발한 멕시모(MAXIMO)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

System)에 필요한 매뉴얼과 지침

하였다. 이어 프로젝트의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1996년 7월 공장장과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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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는 새로운 T/F팀을 구성,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정

이 결성되었다.

비한 후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T/F팀은 BP케미칼즈의 AMS 프로젝트 사례를 바탕으로 회사 실정에 맞는 시스템

이후 T/F팀은 공무팀 2층 교육장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실제 사용자들인 현업 직

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관련 정보를 취합,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시 BP Oil

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을 중심으로 BP케미칼즈 전 공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국 OSI사의 공정정보시스

나갔다. 1997년 1월 들어 시스템의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실무진들은 시스템 구축

템(PI : Process Information)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 매달렸다. 이렇게 최적 최상의 시스템 오픈을 유일의 목표로 업무에 매진한 결

1997년 2월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에

과 2월에는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시작했다.

들어갔다. 이후 프로젝트는 급속히 진행되어 같은 해 6월 하드웨어가 입고되었으

실무진은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검증과 보완작업을 추진, 1997년 5월 마침내 기존

며, 7월 1일부터는 운전정보들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의 시스템에 비해 화려한 그래픽과 우수한 기능을 갖춘 멕시모가 성공적으로 구

AMS 구축으로 초산, 초산비닐, No.1 CO, No.2 CO 등 4개 공장의 운전 정보를

축되었다.

비롯해 실험실 분석자료, 현장수동 입력 자료(Local Manual Data) 등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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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모든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다.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와
AMS(Acetyls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도입

의 연계를 통해 물류 및 경리와 관련된 데이터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10월 초산비닐공장 건설을 시작하면서 회사는 새로운 정보화시스템 도입을

한편 회사는 시스템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별 교육을 실시했으며, 활성

위한 초안을 준비했다. 당시 울산공장은 초산공장을 가동 중이었으나 공장의 운전

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활용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은 취약한 상태였다. 이후 공정이 안정화됨에
따라 운전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활용한 분석기능이 요구되었다. 또한

웹 기반 포탈정보시스템(Portal Information Service)

건설 중에 있었던 초산비닐공장의 시운전에 따른 운전정보의 축적과 분석을 위한

회사는 생산 및 공정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Survival 21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도 시급하였다.

경영혁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 들어 보다 선진화된 웹 기반 포탈정보 서

이에 회사는 BP케미칼즈 헐 공장의 시스템 전문가 Lawson을 프로젝트 감독으로

비스시스템(Port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구축을 추진하였다. 21세기의 새로운

지명,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경영 패러다임인 디지털 혁명, 지식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

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다.

경영을 도입, 21세기의 핵심경영역량인 소프트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었다.

BP케미칼즈 헐 공장의 운전정보 시스템을 따라 AMS(Acetyls Management System)

이는 2000년 새로 도입한 TPM을 회사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적용, 설비종합효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은 1996년 2월 Lawson이 내한하여 공장

율을 향상시키고 사원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

운영 담당자들로부터 요구사항들을 정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시스템 도입을

하려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결정이기도 했다.

위한 요구사항이 정리됨에 따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T/F 조직

회사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이에 맞는 경영구조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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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

상존하였다.

한 다양한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스피드 경영과 지

이와 함께 다단계 조직계층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떨

식역량 강화, 활발한 정보공유에 중점을 두고 웹 기반의 포탈정보 서비스시스템

어지는 단점도 있었으며 인력의 고직급화에 따른 조직 내 직책 부족으로 승진이

(Portal Information Service System)을 2001년 1월까지 구축, 6월에는 다양한 콘텐츠

누락된 직원들의 경우 업무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를 갖춘 회사 포탈을 오픈하였다.

회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3년 12월 팀제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4

회사의 새로운 경영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최적화(Optimization),

담당 7부 16과였던 조직을 3담당 6팀 1실로 슬림화한 것이었다.

관리(Management), 이비즈니스(E-Business) 등 4가지로 나누어 구축되었다. 먼저 커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유사조직의 통폐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로 의사결정이 빨라

뮤니케이션 부문은 기존에 구축한 싱글(Single) 중심에서 팀 홈페이지 중심으로 운

지고 부서 간의 이기주의 타파로 조직 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영, 팀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했다. 다만 전사 공통사항은

또한 비직책 간부계층을 담당자로 전환, 인력 활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

포탈로 연결되도록 하여 부서 및 전사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었으며 조직 내 인력 활용도 또한 한층 제고하게 되었다.

최적화 부문은 MAXIMO/PI의 중요 기능을 2001년 6월까지 웹 기반으로 새로 구
축, 기존에 웹으로 운영 중인 TIS 및 회사 포탈과 통합시켰다. 또한 관리 부문은

신인사제도 시행

회계와 수주출하시스템을 웹 기반 포탈로 전환하였다. 끝으로 이비즈니스 부문에

기업환경의 급격한 국제화와 기술혁신이 이뤄지면서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는 CRM에서 물류업무를 운영하였으며 SCM에서는 구매 및 자재관리 업무를

전문 인력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인사체계는 이러한 회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

새로 개발해 운영하였다.

는 측면이 강했다. 직급이나 임금, 인사고과, 인재육성체계 등을 총괄하는 기존의
인사제도가 상호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숨은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는, 인사제도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07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는 능력개발과 발휘정도에 따라 처우할 수 있는 능력주

신인사제도 시행과 신기업문화 정립

양한 전문가의 양성과 처우가 가능한 인사제도 도입을 바탕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의 인사를 구체화하고, 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팀제도의 도입

새로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직급단계를 8단계에서 11단계로 확대해 평생직장을 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오랫동안 부·과제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부·과제는 철

도화하고, 그룹 공통직군과 기능직군을 통합해 직급구조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저한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담당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유용한

또한 모든 직군을 15호봉 체계로 변경해 호봉 체계를 통일했으며 임금체계에 능력

조직체계였으나 부서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조직의 시너지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주의를 도입하고 임금구조의 체계화를 도모해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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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체계로 전환하였다.

Block) 제도로 변경했다. 각 팀에서 5개월에 걸쳐 회사업무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업무평가 체계도 인사부서 주도의 평가에서 현장부서장 중심의 평가로 변경, 현

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업부서의 중요한 관리 업무가 되었다.

장중시 평가를 강화했으며,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에서 상하가 면담을 통

스킬블록 교육을 통해 직급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고, 회사의 분위기가 공부하는

해 평가를 하도록 하는 공개주의 고과를 추구했다. 상위고과 배분율을 20%에서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55%로 확대하고 E등급을 폐지해 성과주의 고과를 실현했다.
승진 및 승격 체계도 크게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승진과 승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으며, 간부로 승격하면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직
책이 없으면 승격을 하고도 역할이 불분명해 의욕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어 높은
직급의 인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회사는 승진 및 승격에 따른 역할과

08
IMF 외환위기 극복

처우관계를 분명히 해 사원들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하였다.
위기극복전략 수립
신기업문화 창출

IMF 외환위기 도래로 국가경제가 부도위기에 놓인 상황 하에서 회사는 위기극복

창립 이래 1997년까지 회사는 삼성 신경영을 토대로 한 기업문화를 받아들여 전

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거시적인 원가절감 노력 같은, 그룹 차원의 위기극

개해왔다. 그러나 1997년 말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로 경영위기 국면을 겪으면

복 전략을 따르는 한편 열악한 경영환경 하에서도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전략

서 회사 형편에 맞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 정립하게 되었다. 21세기의 치열한

으로 Survival 21을 자체적으로 수립, 실천하였다.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업문화 창출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구조개혁 및 원가절감 차원에서 복리후생제도를 조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삼성 신경영의 열린 경영을 회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립한 신기업문화는 ‘토론과

취했으며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 근무기강 확립과 근검절약풍토조성 등 모든 임직

공감, 자율과 책임, 능력과 창의’를 바탕으로 정립되었다. 먼저 토론과 공감의 기업

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였다. 비상경영대책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임

문화 창출을 위해 회사는 계층별 간담회, 청년중역회의(Young Board), 중진회의를

직원들은 국가경제의 절박한 위기와 함께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토론회 및 의견수렴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사무실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개조, 다양한 회의실을 마련하였다.

이에 회사는 1998년 2월 20일 회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경영위기 타

이어 자율과 책임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을 책임경영 체제로 바꾸고 현장조

개를 위한 조직력 향상 차원에서 전사 조직력 향상교육을 언양 베네연수원에서 실

직을 제조중심(Manufacturing Focus) 조직으로 변경, 책임 있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

시하였다. 회사는 향상교육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중장기경영전략을 발표를 통

진할 수 있게 했으며, 그룹 정보 공유망인 마이싱글(MySingle)의 사용을 활성화했다.

해 향후 Survival 21 혁신활동을 전개하여 선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을 선언하

이와 함께 능력과 창의의 기업문화를 위해 회사는 교육제도를 스킬블록(Skill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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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월 24일에는 현장위주, 책임경영, 생산성

간접부문은 서울과 울산간의 업무중복을 최소화하여 조직의 효율을 높였다. 교육

향상을 위한 공장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공

제도의 혁신도 추구하였다. 기존에는 각 부문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장 트러블 제로 실현 및 초산비닐 공장, No.2

했던 직무교육을 체계화했으며, 능력향상과 승격을 연계하여 학습조직으로의 변

CO(POX) 공장의 조기정상화, 책임과 권한의 명

화를 꾀하였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스킬블록을 적용하고, 근무시간 중 일부를 할

확한 구분을 통한 책임경영 실천, 인력육성을 위

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빌트인 훈련(Built in Training) 방식을 도입하였다.

한 조직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취한 조치였다.

이를 위해 1999년 7월 5교대로 교대근무 방식을 전환하였다.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

한편 한마음협의회 주관으로 의식개혁 및 근검절

방식도 엔지니어의 능력향상 단계를 체계화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항목과 방법을

약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해 회사의 경영 위기상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학습 진척도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술력 향

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 서서

상에 전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영국 연수기회

행동하는 의식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를 제공하기도 했다.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내실 있는 생활을 도

일하는 방법에도 변화를 도모하여 먼저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과 기

모하자는 취지 아래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술지원 엔지니어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분명한 핵

창립기념일 직후인 5월 6일에는 전사체육대회를 실시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되

심과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수행도를 절대평가 하는 한편 각종 핵심지표를 가시

살리고자 했으며 10월 9일에는 다시 한마음전진대회를 통해 팀 단위의 조직력을

화하여 PC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모든 사원이 회사의 경영상황을 한눈에 이해할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노사가 하나 되어 위기극복 노력

수 있도록 했다.

을 기울여 나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유공자단체부문 대통령상과 무

성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여 연속가동 캠페인을 반기 단위로 지속적으로 시행하

재해 7배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는 등 모든 사원이 단순 명확한 목표를 향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하였다. 이렇게 회사는 위기극복을 위한 조직구조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추

조직구조 강화

진을 통해 초일류 우량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회사는 위기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구조를 강화,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공장의 조직구조

IMF 극복을 위한 영업전략

는 Manufacturing Focus 및 Zone 개념을 도입하여 생산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화학산업 전반에 걸쳐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졌으

자 했다. 또한 근접지원과 간접지원의 유기적 관계를 재설정, 회사의 주요 목표

며 수요위축과 여신불안, 공장가동률 저하, 제품 가격하락 등 총체적 어려움을 가

중 하나인 ‘설비종합효율 99’ 달성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생산조직

중되었다. 특히 가격 측면에서는 IMF 외환위기 도래 이후 경기침체 국면이 계속

을 2개 팀으로 분리하여 관리 집중도를 높였다.

됨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공급초과현상을 보이며 철저하게 구매자시장(Bu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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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원리가 적용되었다. 여기에 생존을 위한 전략들이 치열한 경쟁 국면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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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합리화 프로젝트 추진

나 가격하락 같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었다. 주요 고
객사들인 PTA업계가 폴리에스테르 산업의 총체적 불황여파로 가동률 유지에 어

표준원가계산프로그램 개발

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산제품 가격인하를 압박해

회사가 치열한 경쟁 국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이

왔다. 반면 수출시장 역시 공급초과와 수요부진 등으로 높은 벽이 쌓여만 갔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원가에 대한 계산이 정확해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시장여건 속에 IMF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인 영업

회사는 공장 가동 이래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먼저 수요부진에 따른 경쟁사간의 물량확보 경쟁이 더욱

해 3차례에 걸쳐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하였다.

치열해진 시장여건 속에서 국내시장 선점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라는 판단 아래 시

사실 일반적으로는 간단한 재료를 활용하여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유지

장점유율 선점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양적화학(Bulk Chemical) 영업

하는 입장에서 거창한 원가계산프로그램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

형태에서 벗어나 철저한 고객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비교우위를 선점해 나갔다.

다. 그러나 초산의 제조공정 외에 CO 제조공정, 각종 유틸리티 운용에 필요한 원

이와 함께 수출시장에 대한 전략적 공략을 추진하였다.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현

가까지 계산해 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는

상이 지속되고 시장의 주도권이 구매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전의 계약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식이나 전략으로는 통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실제적으로 가격, 경쟁상황, 수

유틸리티 운용에 있어서도 공장 가동률에 따른 전력사용량 변화나, 수자원공사에

요분포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특정지역에 특정전략을 구사하는 유연한 수출전략

서 도입한 원수를 정제하여 스팀과 전기를 생산하는 복잡한 유틸리티 공정까지 원

으로 시장을 파고들었다.

가계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과정이 계속 순환, 반복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계산

아울러 경쟁이 격화되고 시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상황에 적극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기에는 유틸리티 원가관리가

부합하는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는 타이밍 영업에 공을 들였다. 시

더욱 중요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기를 놓치면 기회손실이 배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사는

그러나 회사에서 1992년 최초 개발한 원가계산프로그램과 1995년 이를 보완한 프

고객사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영업 전략을 구사하여 IMF 위기로 기업들의 부도가

로그램은 순환, 반복되는 유틸리티 과정의 원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 다소 부족

잇따르는 1998년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성과를 실현하기도 했다.

한 프로그램이었다. 계산과정을 임의로 단순화시켜 계산했기 때문에 유틸리티 부
문의 원가가 다소 부정확했던 까닭이다.
이에 따라 공장의 실제 운전상황을 알 수 있는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단순히 총원재료비의 합계만 보여주는 초보적인 원가계산서 단계에 머물렀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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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원가절감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충분한 원가계산프로그램을 보완

회사의 에너지 합리화 프로젝트 추진으로 MVR이나 TVR을 이용하여 공정 내 잠

하기 위해 1998년 3월 T/F팀을 구성하였다.

열회수 후 저압스팀을 생산함으로써 저압스팀의 사용처를 개발하고, 고유가의 납

T/F팀은 출범 이후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

사를 사용하는 기존보일러 및 낮은 효율의 히터(Heater)를 가동 정지함으로써 에

한 방식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공정의 주요 수치를 실시간으로 읽어 저장하는 공

너지 절감 및 에너지최적화가 실현되었다.

정정보시스템을 회계의 원부재료 단가 정보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2000년 7월 새

또한 자체 발전기를 가동정지하고 가격이 저렴한 울산석유화학지원㈜의 전기로 대

로운 원가계산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하였다.

체하는 동시에 고가의 울산석유화학지원㈜ 스팀은 사용을 최소화하여 공장전체

한편 새로 개발한 표준원가계산프로그램은 운전 실적에 의한 일일원가와 주요 재

의 에너지효율이 향상되었다.

료의 원단위는 물론 설비종합효율 등 주요한 핵심지표를 하루나 월, 연간단위로
제공, 원가절감 노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설비종합효율 향상 T/F팀 구성

회사는 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회사의 생존을 위한 Survival 21 혁
에너지 합리화 프로젝트

신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000년 4월 원가절감을 위해 1차 설비종합효율 향상 T/

구조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이 수익창출과 직결되는 회사가 연간 사용하는 에너

F팀을 구성하였다. 출범 후 T/F팀은 같은 해 6월까지 1차 활동을 통해 공정 전체

지는 6만 TOE(Ton of Energy)이상에 달한다.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많은 회사는

설비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A급 설비에 대한 데이터와 시스템을

1990년대 말 불어 닥친 외환위기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다시 고유가 국면을 맞

구축, 활용하였다.

아 이중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회사는 같은 해 7월 다시 2차 T/F팀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에너

을 발족하였다. 2차 T/F팀은 11월까지 B, C등급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지 사용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 합리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공정 내 잠열회수

또한 운전보전기록(Operation Maintenance Log)을 정립하여 설비의 최적 관리를 위

를 통해 스팀을 생산,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에너지 합리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

해 운전원과 보전원이 해야 할 점검사항을 수립하였다.

해 회사는 초산공장 반응 및 정제시스템의 잠열을 회수하여 저압의 스팀을 발생

PM 업무계획을 구축, MMS를 통해 보전, 점검, 운전 각 부문에서 수행할 예방점

시키는 리보일러(Reboiler)와 발생된 스팀을 사용이 가능한 압력으로 승압시키는

검 계획과 예방정비 작업계획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IMMS 업

기계식 증기압축기(MVR : Mechanical Vapour Compressor), 열 증기압축기(TVR :

무계획을 수립하여 EHM 및 각종 기록을 통한 CBM 업무계획을 시행했으며 PM

Thermo Vapour Compressor) 등을 구축하였다.

마스터에 따른 TBM과의 입체적 연계로 예비정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

이와 함께 자체 생산하던 전력량을 낮춤으로써 원료로 사용하던 나프타 사용량을

로 원가절감이 실현되었다.

줄였으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울산석유화학지원㈜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유틸리티 설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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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영아원을, 울산은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인 동향원을

지역사회 봉사활동 본격 전개

두 소년소녀가장 돕기의 일환으로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보조하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아울러 두 사업장 모

였다.
온누리 봉사단 발대

서울 사업장은 화성영아원에 에어컨과 소형 냉장고 등을 설치하고 놀이시설에 대

회사는 그룹 신경영 출범 이후 공익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한 페인트 봉사, 지하창고 대청소 등 노력봉사를 격월로 실시하였다. 울산공장은

위해 1995년 3월 20일 ‘나누는 기쁨, 베푸는 보람, 따뜻한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

수용시설 내·외부 환경개선, 보일러 수리, 전기 및 가스설비 점검, 원생들 방청소,

래 온누리 봉사단을 발대하였다. 온누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따뜻함과 사랑이

빨래, 목욕시키기, 세탁기 및 선풍기 수리, 화단조성 등을 매월 전개하는 동시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었다.

컴퓨터, 양말, 치약, 칫솔, 비누 등과 사원들이 입지 않는 옷가지들을 모아서 전달

발대식을 마친 후 온누리 봉사단은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함께한다는

하기도 했다.

가치관 아래 소년소녀가장 돕기, 중증 장애인시설 및 영아원 방문 등 다양한 활동

온누리 봉사단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97년부터는 순직한 경찰관 가

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족 돕기에 이어 환경정화운동, 농촌일손 돕기, 태화강 살리기, 사랑의 헌혈 운동,

봉사활동은 서울과 울산 사업장별로 나누어 전개했는데, 서울은 왕십리에 위치한

세계 물의 날 행사 참가 등 봉사활동 영역을 어려운 이웃돕기부터 환경정화운동
으로 확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5. 03. 20. 온누리 봉사단 발대식
―

이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개인별 목표시간을 연간 24시간으로 정하고,
시설 방문 봉사는 분기 2회 참여(회당 3시간 인정)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장 후견인으로서의 활동, 하천 가꾸기 활동, 개인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도 목표시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개인 및 팀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년 인당 1박 2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실시
하였으며 경비지원은 실비기준으로 지급하였다. 임직원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확
대제공하기 위해 회사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자생봉사단 활동

전사 차원에서 활동하는 온누리 봉사단 외에 회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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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14개에 달하는 이들 봉사단을 자생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기업과 지역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봉사단이라 칭하고 있다.

분위기를 이어나가겠다는 취지였다.

무지개 봉사팀, 실로암, 이사회, 좋은생각 봉사회, 신정 자율방범 봉사팀 등 다양

회사는 지역 문화육성을 위해 화창부락에 위치한 청량초등학교에 당시로서는 고

한 명칭과 성격을 지닌 자생봉사단 중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봉사하자는

가에 속하는 컴퓨터 20대를 지원하였으며, 전산실 직원들이 윌 l회 찾아가 프로그

취지로 만들어진 무지개 봉사팀은 매달 1회 이상 청량초등학교에서 놀이시설 보수

램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테니스부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였다.

와 페인트칠, 전기 점검과 수리 같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무지개 봉사팀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농촌이 개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

1997년 그룹에서 실시한 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우수봉사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처할 수 있도록 1996년 8월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목장 설치를 지원하였다. 이후

회사에서는 자생봉사단의 리더십을 고취시켜 보다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목장 활성화를 위해 월 l회 이상 목장을 방문해 한우의 사육 상태를 확인하고 운

위해 봉사단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민복지재단이나

영상 애로사항을 청취, 전문 사육사들을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공 복지시설의 장을 초빙하여 자원 봉사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고 봉사자와 리더

자매마을 소년소녀가장들을 연 1회 공장에 초대해 공장견학 기회를 주고 장학금

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 마을방역, 경로잔치, 가로등 설치, 체육대회 지원 및

이밖에도 임직원들의 부인들로 구성된 주부봉사단도 있는데, 1996년 3월 발대식

마을의 경조사 참석, 봄·가을 농촌일손 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을 갖고 활동 중인 주부봉사단은 울산시에 위치한 장애인의 집, 무의탁노인 집안
청소,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 등산로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여사
원 모임인 옹달샘에서는 일일찻집, 연하장 판매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얻어진 이
익금으로 어려운 이웃과 고아원 등에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마을과 자매결연 체결

회사는 인근 지역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 따뜻한 정을 나누어 왔다. 공장이 위치
한 울산지역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이 시작된 곳이면서 국내 공업단지의 심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울산은 공업단지의 효시인 만큼 공업단지가 가진 부정적인 특성과
특히 환경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곤 했다.
회사는 울산공장과 근접한 위치에 소재한 화창부락과 1996년 1월 자매결연을 체
결, 기업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상호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발전시켜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지역문화육성과 지역

1996. 01. 18. 울주군 청량면 화창마을 1사 1촌 자매결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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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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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로운 혁신기법 6시그마 도입
경쟁력 강화 위해 6시그마 추진

2001년 발생한 9·11테러로 인해 국제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세계경제가 추락하였으
며 이어 발생한 2003년의 이라크전쟁은 배럴당 10달러 선이었던 유가를 30달러대
로 급등시켰다. 고유가에서 비롯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혁신기법의 도입
이 시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회사가 찾아낸 새로운 혁신기법은 6시그마였다. GE 잭 웰치 회장의 경영
키워드이기도 했던 6시그마 혁신 프로그램은 전 사원이 참여하여 일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 품질을 향상시키며, 기업 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과학적 혁신 프로그램이었다.
단순히 재무성과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활동이 아니라 조직, 프로세스, 재
무성과 등 경영 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의 경영 철학이기도 했다. 또한
통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품질의 고도화 및 균일화를 통해 초일
류로 가기 위한 기업 문화의 하나였다.
TPM 활동을 통해 6시그마 혁신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웠다
고 판단한 회사는 2002년 3월 6시그마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으로 6시그마 도입
에 들어갔다. 6시그마 전담팀은 6시그마 추진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DMAIC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어 2002년 7월 1차 웨이브(Wave)를 시작으로 특히 혁신 리더 육성에 공을 들이
며 본격적으로 6시그마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6시그마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가 전문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리더의 양성은 학습과 프로젝트
성과를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루게 하고, 또한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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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6시그마 로드맵
구분
추진
전략

중점
과제

성과
목표

도입기(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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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Black Belt Candidate) 3명과 GBC(Green Belt Candidate) 10명을 배출하였고, 그
확산기(2003~2004)

성숙기(2005~2006)

룹 테스트 및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그룹에서 인정하는 BB 2명, GB 6

•중장기 전략 수립

•전부문 확산

•계략경영의 실현

•인프라 구축

•전략과의 연계

•혁신의 통합(TPM)

•6시그마 질적 체험

•SSBP형 모델 장착

•기업외 확산

아울러 프로젝트 BB 7건, GB 20건을 수행하여 추진기준으로 12억 원의 재무성과

•재무인사관리

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후 회사는 TPM과 6시그마, 그리고 도요타생산방식(TPS)을

•운영제도와 시스템
•6Y 전략연구
•Big Y, Bizy, MD, COPQ

•관리자 우선 양성
•6Y 지표 관리 장착
•교육/운영 체제 정착
•성과 창출

•현장직 GB 양성
•고객사 및 협력사 전파

•교육 BB 4명, GB 7명

•MBB 1, BB 12, GB 24명

•MBB 2, BB 12, GB 24명

•프로젝트 9건

•프로젝트 100건

•프로젝트 350건

•재무성과 10억

•재무성과 50억

•재무성과 70억

명, FEA(Finance Effect Analyst : 성과검증자) 1명을 배출하였다.

연계한 혁신활동 로드맵을 재정립하여 전략적 확산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대 말에는 연간 프로젝트 150건, 재무성과 80억
원 이상의 성과를 내는 핵심적인 혁신 활동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도요타생산방식(TPS) 도입

를 육성하는 선순환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6시그마 활동으로 이어졌다.

TPM과 6시그마 혁신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이렇게 2002년 7월 시작된 1차 웨이브부터 2003년 12월 3차 웨이브까지 종결

다진 회사는 2004년 도요타생산방식(TPS)을 도입해 기존의 혁신활동에 접목시킴

하는 동안 BB 프로젝트 4개, GB 프로젝트 6개를 완료하였다. 이어 2004년에는
회사 경영혁신 추진 내역(1995~2001)
2002. 08. 22. 6시그마 챔피언 교육
―

Just in Time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것,
물건을 공정에 따라
한 개씩 흘리는 구조
- 리드타임이 짧아진다

현장의 긴장감과 자율성
목적의 명확화
↓
지혜의 결집,
추진력, 의욕
↓

- 가공작업 외 작업이 준다

자동화
공정 중의 이상과 문제점을
발생시점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비, 라인이
자율판단으로 정지
- 문제가 분명해지고 해결가능
- 품질의 확보

- 공정 간 밸런스가 잡힌다

- 개선 Needs의 강도를 안다

- 문제가 명확해진다

- 보다 높은 레벨에 대한 도전

인간성 존중

- 이상 중심의 관리

평준화 생산(생산은 양과 종류를 평균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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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강한 회사, 좋은 직장’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했다. TPS는 철저한 낭비

어 확고한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제거를 통해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방식으로 1930년대 일본 기업 도요타에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을 통해 과제 발굴 방법론의 정착과 낭비 인식의 체질화를

서 시작되었다.

도모하기도 했으며 문제 해결 방법론 연구와 모델 개발, COPQ와 7대 낭비의 통

당시 일본인과 독일인, 미국인의 생산성 차이는 1대 3대 9로 나타났는데, 미국인이

합 관리, SCM 방식의 개발 등 다각적인 시도를 통해 TPS를 TPM, 6시그마와 통

혼자 하는 것을 일본인은 9명이나 달라붙어 한다는 의미였다. 왜 이러한 낭비현

합, 전개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도 했다.

상이 나타나는가를 면밀히 연구한 도요타 경영진은 무재고 생산시스템(Non Stock
Production System)을 통해 낭비 없는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TPS를 고안해 냈다.
TPS의 두 축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필요로 하는 때에 필요로 하는 양만
큼만 만든다는 Just in Time(JIT) 정신’과 ‘기계설비에 인간의 지혜를 불어넣어 이
상이 있을 때 기계설비가 스스로 정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사람에게 알리게 하여

02
지속적 공정개선과 생산관리 선진화

100% 양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혜 있는 자동화’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 4
대 요소(Man, Material, Method, Machine)에 대한 철저한 낭비 제거를 실현, 생산

공정개선 통한 원가절감

성을 제고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혁신활동이 TPS의 핵심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세계정세의 불안과 경제 불황 여파로 국제유가가

2004년 9월 TPS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혁신 리더의 일본 연수를 시행하였다.

급변하면서 우리나라는 대외 경쟁력 약화와 내수시장의 침체를 겪게 되었고 회사

그리고 이들을 통해 다시 전 사원에게 TPS 추진 노하우를 전파하게 함으로써 전

의 경영환경도 크게 악화되었다. 이후 2003년 들어 이라크 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

사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 각 공정의 실시간 운전 상황을 한눈에 파악

속에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회사는 유가상승으로

할 수 있도록 주요 원단위 현황판을 설치, 각 공정의 실시간 원단위 및 손실관리

인한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원가절감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를 실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공정관리를 구현하였다.

회사는 사원들의 원가절감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원가절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

이렇게 6시그마와 TPM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성장을 시도해온 회사는 생산 공정

며 경영위기 상황 및 원가절감 대책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별도의

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해 TPS 활동까지 도입, 명실상부한 6시그마 경영의 기본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장부문에서는 원가절감 33억 원이라는 도전

틀을 구축하였다.

목표를 수립하여 공정개선, 수선비 절감, 고정비 절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

회사의 이러한 노력은 TPS 도입 이전부터 추진해 온 다양한 원가절감 프로젝트와

였다.

어우러져 세계 최고수준의 초산 제조 원단위를 달성하는 초석이 되었다. 특히 공

회사는 먼저 체계화된 공장 설비관리를 위해 국제규격인 API Code에 맞는 장치설

정 중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회수해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는 폐가스회수 프로젝트

비 및 배관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회사는 1997년 인스펙션팀을 발족, 제조

와 공정 잠열을 회수하는 에너지회수 프로젝트는 경쟁사 대비 에너지 원단위에 있

공정의 중요설비인 배관들에 대한 부식감시체제(Corrosion Monitoring Packa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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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검사 및 관리를 실시하였다.

경우 운전 이후 기하급수적인 증

그러나 당시 시스템으로는 공정중요설비 및 배관의 운전조건에 대한 검사관리 및

가율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어

등급을 확정, 검사주기 및 부식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초산 생산 증대를 위해 반

이에 회사는 장치 및 배관에 대한 설비종합효율 향상과 이를 통한 원가절감을 실

응기 용량 증대가 필요한 까닭이

현하기 위해 위험기반 점검시스템을 새로 도입, 체계화된 장치 및 배관의 부식관

기도 했다. 반응기 교체 이후 촉

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05년 들어서는 보일러와 리포머 원료 교체를 통해 획기적으로 원가를 절감하였

매 손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
―
2005. 10. 03. AA Reactor(V2101) 교체

으며 MSDR 생산량도 하루 1,210

다. 당시 회사는 고가인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 중이었는데, 원가절감을 위해 원

톤에서 1,300톤으로 증가하였다.

료변경을 검토하던 중 나프타 외에 인근 SK에너지 생산라인에서 배출되는 OFF-

회사는 공정개선의 일환으로 냉각탑을 교체하고 공정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GAS를 도입,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 추진하였다. 팬에 의한 통풍으로 물을 냉각시키는 냉각탑은 본체(Frame Work),

이전부터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입주기업 사이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던 업무교류

냉각수 분배 및 분사 장치(Distribution & Nozzles), 통풍을 위한 송풍기(Fan) 등으

회에서 부산물이나 원료 등에 대해 상호협력사항을 논의하던 중 인근 SK에너지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제조공정 유지에 필수적인 설비였다.

부생연료가스를 회사가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 성사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회사는

공장 건설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던 냉각탑의 목재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본체가

고가의 나프타를 일부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원가절감을 실현하게 되었으며, 본 사

박테리아균에 의한 부식으로 구조물 안전성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구조물 일

례는 입주사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남게 되었다.

체를 목재에 비해 방식 효과가 뛰어나고 경제성, 내구성, 작업성이 우수한 FRP 및
아연 용융 도금 프레임으로 교체해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초산반응기 및 냉각탑 교체

회사는 2003년 KAP 냉각탑을 필두로 2004년 초산비닐, 2006년 1월 POX 공정의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회사는 초산반응기(AA Reactor)

냉각탑을 부하가 적게 걸리는 겨울철에 단계적으로 교체하였다. 먼저 KAP 냉각탑

교체를 통해 촉매 손실을 감축시키고 생산량을 증산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은 2003년 12월부터 약 3달 동안 3단계(A+B 설비 운전 ‘C’ 설비 교체 시공, A+C

에 접어들 무렵 고가의 금속 재질인 하스텔로이비투(Hastelloy B2)로 만든 초산반

설비 운전 ‘B’ 설비 교체, B+C 설비 운전 ‘A’ 설비 교체)로 나누어 강화플라스틱

응기에 부식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촉매 손실은 증대한 반면 생산량은 저하

(FRP : Fiber Reinforced Plastics) 프레임으로 교체하였다.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어 2004년 3월 정기 보수 기간에 초산비닐 냉각탑을 역시 FRP 프레임으로 교체

회사는 초산반응기를 부식에 더욱 강한 재질인 지르코늄(Zriconium)으로 변경하

하였다. 특히 정기 보수 기간 내에 교체 시공을 완료하기 위해 FRP 프레임을 공터

는 동시에 생산량도 증대시키기 위해 2005년 반응기 교체를 실시하였다. 당시 회

에서 조립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Basin 위로 옮겨 설치함으로써 15일이라는 짧은

사와 타사의 반응기 부식에 대한 조사 결과 카티바 촉매기술을 적용한 반응기의

기간 내에 교체를 완료할 수 있었다. POX 냉각탑은 2006년 1월 10일에 자재 제작

롯데BP화학 30년사

204

History 1989-2015

205

을 발주하고, 2006년 2월부터 약 1달 동안 아연 용융 도금 프레임으로 교체하였다.

생산관리 선진화 추진

회사는 공정 변동 최소화 운전을 통해 최적 운전 상태를 유지하고, 운전 효율을
향상함으로써 최소 변동비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관리 선진화 차원에서 고급 공정
제어(APC : Advanced Process Control)시스템을 구축, 전 공장 설비의 최적화 운전
시스템을 실현하였다.
새로 구축한 APC시스템은 1990년대 초반 회사 기술팀은 공정전반에 관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구축한 분산제어시스템(DCS : Distributed Control
System)에 적용한 선행제어(Advanced Control) 프로그램에 비해 몇 단계 선진화된
시스템이었다. 회사는 아스펜테크(Aspen Tech)의 DMC plus를 사용해 No.1 CO,

―
2005. 06. 28. 2005 대한민국 생산성 컨퍼런스 수상

No.2 CO, AA 공장에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DCS가 적용된 초산제조공정의 기존 제어시스템은 고효율, 고안정 운전에 한계가

각 사업장 별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업장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헬

있다. 기존의 DCS는 외부요인에 의해 울림(헌팅)이 크기 때문에 최대치(최대부하)

리오스상(Helios awards)을 수상하였으며 2005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

까지 안정운전이 어려웠던 것이다. 반면 선진 제어기법인 APC는 울림의 폭이 크

하는 대한민국 생산성대상에서 설비혁신 부문 대상과 보전경영 부문 대상, 그리고

지 않아 최대치까지 안정운전이 가능하여 생산성이 높고 운전의 안전성이 크다.

당시 안복현 사장이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은 감소하고 생산량은 증가하는 효과를 창출, 궁극적으로

한편 회사는 불안전한 전기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월 무정전시스템

회사의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회사는 2011년 AA 최적화 프로젝

을 도입하였다. 당초 회사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트 시행 이후 변경된 공정 운전 상황을 반영하여 APC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기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전기 공급업체인 한주로부터 2회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

했다.

공장을 운전하였다.

회사는 2007년 초산비닐 공정의 에틸렌 회수 설비인 멤브레인의 운전 최적화를

그러나 이로 인해 회사의 정기보수일정을 한주의 정기보수기간에 맞춰야 하는 불

통해 에틸렌 손실 최소화를 구현하였다. 이와 함께 촉매 절감을 위해 레드 솔리

합리를 감수해야 했으며 한주에서 발생하는 전기문제가 회사의 전기문제로 이어

드(Red solid) 생성방지에 대한 설비개선을 추진, 촉매 원단위 감소를 실현하기도

져 공장의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는 무정전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로써 한주의

한편 회사는 지속적인 공정개선과 생산관리 선진화 추진을 통해 2003년 BP에서

정기보수와는 별도로 회사의 일정에 맞춰 정기보수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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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초산 시황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 그 결과를 종합하

안정공급을 통한 고객신뢰 확보

이는 고객사들이 시황을 고려하여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여 고객사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

최적의 공장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고객사의 이익이 바로 회사의 이
고객중심경영 추진

익이라는 고객중심경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방침을 수립하였다. 회사가 생산
하는 초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완성품이 아니라 PTA의 원료로, 회사는

고객 우선 판매방침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산 국산화를 위한 합작법인으로 출범한 만큼 국내외 고

회사의 고객중심경영은 1991년 첫 시제품 출시 이후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물량을

객들이 회사의 존재이유였다. 즉 PTA를 생산하는 고객사가 없었다면 회사는 설립

원하는 시기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서 시작되었다. 회사는 공장가동이 중

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단되는 비상 상황에서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고객사

이에 따라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고객이 있으므로 회사가 존재한다’는 경영이념

에 대한 물량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고를 보유하였으며, 보유 재고가

아래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는 고객만족경영’을 기

부족할 경우 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등 아시아 내의 BP케미칼즈 공장으로부터 물

업경영의 모토로 하였다.

량을 수입하여 국내외 고객사에 제공하는 협력체계도 마련해 두고 있다.

아울러 고객은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기준이며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매

실제로 2004년 초산 생산 설비인 불 기어(Bull Gear)의 파손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력 있는 제품 서비스 제공,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고자 노력했

사태가 발생하였다. 회사는 BP케미칼즈와의 협의를 통해 수출예정이었던 5,000톤

다. 또한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 고객의 자산이나 지적재

의 물량을 국내 고객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했으며, 또한 BP말레이시아로부터 추

산권, 영업비밀 등을 회사의 재산처럼 소중히 보호하는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가 물량 2,000톤을 수입해 공급하기도 했다.

견지하였다.

이로 인해 수출을 위해 선적하기로 했던 2,000톤에 대해 발생한 취소 수수료와 수

회사는 이러한 고객만족경영의 일환으로 고객사 및 협력업체의 목소리를 경영에

입에 따른 추가 비용만큼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회사는 당장의 손실보다 고객사가

반영하기 위한 제안규정을 제정, 시행하기도 했다. 고객사들이 원하는 사항을 편

손실을 보지 않게 된 것에 만족하였다. 이렇게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긴급 상황

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안서의 양식을 최대한 간소화시켰으며, 고객사나 협력회

하에서도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 물량을 성실히 공급함으로써 공고한 고객

사가 제안한 내용은 일괄 접수한 후 관련부서에서 평가,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는

신뢰를 확보하였다.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경영철학이 반영

동시에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기도 했다.

된 고객 우선 판매방침의 결과였다.

고객 중심의 마인드와 함께 시장 지향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한 것 역시 회사의 고
객중심경영에서 비롯되었다. 회사는 설립 이후 보통은 쉽게 공개하지 않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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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중심 제품운송

가능하게 되었으며 원가 역시 크게 절감하게 되었다.

회사는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고객사에 대해서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여 상시 공

이렇게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중시하는 판매방침은 국내 초산시장

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의 고객사들에게는 탱크로리를, 여수

에서 대부분의 주요 고객사가 회사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결실

및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고객사들에게는 선박을 이용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

을 맺었으며, 이는 회사의 가격경쟁력과 함께 파이프라인, 탱크로리, 선박 등 다양

히 선박 공급 시에는 선박 회사와의 용선 계약을 직접 체결함으로써 공급의 안정

한 운송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

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는 고객관리시스템이 거둔 성과였다.

2005년 들어 회사는 선박을 이용한 운송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기존에
초산비닐공장 가동초기에 건설되었던 배관망의 용량이 부족하였고, 기존방식을
고수할 경우 울산항의 만성적인 선박체선으로 인한 접안지연, 이송능력 한계로 고
객에게 제품을 적기에 이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온산항의 정
일스톨트헤븐(JSTT)으로 신규배관망을 구축하여 선박체선을 최소화시키고, 배관

04
무재해 12배 달성-가장 안정한 사업장으로

이송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물류혁신을 실현하였다. 또한 공장 내 차량적재
시스템을 철거하고 배관이송 후 탱크터미널에서 적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

안전관리 최우수사업장

장 내에서의 임직원 안전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는 공장건설 당시부터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과 합작선의

2008년에는 선박운송을 더욱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선사와 정기용선계약(Time

선진안전환경관리기법 및 전 임직원의 투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건강은 나 자

Charter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사는 과거에는 선박이 필요할

신을 위해, 안전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환경은 후손을 위해’라는 모토 아래 HSE

때마다 선박을 빌렸으나 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선박을 이

를 경영활동의 최우선 정책으로 반영하여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

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장의 설계에서 정상 가동까지를 6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안전 확보

이로써 회사는 고객사에 대한 안정공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

와 환경보호를 위한 항목에 대한 검토가 완결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BP

련하게 되었다. 선박을 통한 이송이 필요한 국내 대형 거래선에 대해 기존에는 착

케미칼즈의 OHSE 6 Stage기법을 도입하여 안전·환경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

하불(COA : Cash on Arrival) 형태로 필요한 시기에 선박을 임차하여 이송을 수행

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작업자가 현장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체

하였다. 그런데 이송물량이 많을 경우 이송이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선박을 구하

계적으로 운영되는 자율안전관리제도와 과학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공정안전관리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일정조율에 난항이 겪기도 했다.

(PSM)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정기용선계약 체결로 선박 한 척을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임차하여 편리

이후 1991년 10월 1일 공장가동과 동시에 무재해 운동을 전개하였다. 무재해 운

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 COA계약 형태의 이송 때와 비교하여 적기이송이

동의 일환으로 회사는 공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잠재요인을 사전에

롯데BP화학 30년사

210

History 1989-2015

211

안전투자를 최우선으로 경영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

자율안전 경영체제 정착

이밖에도 회사는 가장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반기별로 공장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강조주간(Safety Awareness Week)을 운영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수준 향상 워크숍과 사고사례 전시회, 퀴즈대회, 출근 시
안전다짐 캠페인, 비상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자긍심을 증대하고 안전관련 건의
―
안전관리(공정안전 캠페인)

사항은 반드시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였다.
모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 안전관찰 프로그램인 SOC(Safety Observation & Conversation)기법을 도입하기

제거하기 위해 잠재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해소를 위한 분석 및 대책을 수립·시

도 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관찰하고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감시키

행하였다. 또한 공정변경 시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성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
이 100% 완료되고 안전이 확보된 후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도
했다.
작업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잠재위험을 간파하여, 해소
하는 활동으로 잠재문제분석(PPA : Potential Problem Analysis)과 작업안전분석방법
(JSA : Job Safety Analysis)을 도입, 현장에서 이뤄지는 설비보수 및 일상작업에 대
해 작업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람, 설비, 자재 및 각종 자원
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을 동시에 향상시켜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안전관리의 핵심요소인 안전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
면 이를 전사차원으로 부각시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전원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문제점이 도출 시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했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2006. 06. 07. 안전강조주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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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공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작업안전분석(JSA)을 실시하여
잠재위험을 제거한 이후 수행하도록 하였다.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안전교육교재를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안
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기관의 전문화 컨설팅을 통해 보완이 필요
한 부문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이렇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과 시스템에 의한 안전관리 구축을 위해 회사
는 매년 총 투자액 중 15% 이상을 안전부문에 투자하기도 했다. 먼저 화학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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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달성 현황
구분

일자

무재해 시작

1991. 10. 01.

무재해 5배수(1,880일)

1996. 11. 22.

비고

- 무재해동탑 수상(1997. 02. 21.)
-	산업재해예방단체부문 대통령상
(1998. 07. 01.)
무재해 10배수(3,440일)

2001. 03. 01.

무재해 12배수(4,040일)

2002. 10. 22.

최장 무재해 기간

1991. 10. 01. ~ 2003. 06. 03.(4,264일)

서 가장 중요한 변경관리 및 도면관리 등 공정안전자료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기
술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 기술자료 관리를 포함한 위험성평가, 가동 전 점검 등

또한 이렇게 해가 갈수록 무재해 기록을 경신한 회사는 2002년 10월 22일

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관련 자료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무재해 12배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1991년 10월 1일 공장가동 이래 2002년 10

이와 함께 생산직원 및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시뮬레이터인 OTS를 설

월 22일까지 4,040일 동안(11년)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었다.

치하여, 공정변경 및 신·증설에 따른 공정 운전관리 사전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재해 12배를 달성한 회사는 사장 이하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에서 무

공정 운전조건과 동일한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통해 이상 및 비정상 운전경험에 대

재해 12배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사장은 전임직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

한 사전교육으로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가 일치단결하여 무재해 12배를 달성하는 데 노력해 온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임직원의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규 화학물질

더욱 분발하여 영원한 무재해 사업장이 되도록 당부하였다.

입고단계부터 안전환경법규를 검토한 후에 입고하도록 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결

아울러 무재해 달성에 공이 큰 사원 6명에 대하여 유공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무

과의 추이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구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재해 12배 달성 기념으로 공모한 HSE 표어 및 위험예지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

다양한 안전관리 노력을 기울인 결과 회사는 2001년 이후 공정안전관리(PSM) 최

상도 함께 시행하였다.

우수사업장(P등급)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선진 환경안전지침
무재해 12배 달성

회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통해 무재해 12배를 달성했지만 이에 만족

다양한 안전·환경활동을 통해 회사는 무재해 운동 전개 4년만인 1995년까지 무

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무재해 기록 유지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

재해 4배를 달성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무재해 5배를 달성해 노동부장관으로부

다. 2006년 1월에는 영국표준협회가 중심이 돼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터 무재해 동탑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이듬해 11월에는 무재해 6배를 달성하기도

18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07년에는 노동부 주관 공정 안전 관리(PSM) 최우

했다.

수사업장, 환경부 주관 환경 친화기업 재지정을 받기도 했다.

롯데BP화학 30년사

214

History 1989-2015

215

이후에도 365 HSE 점검 캘린더, 변경 발생 시 잠재 문제 분석(PPA) 등 무결점
HSE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는 환경안전규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 위험예지, 설비점검 및 잠재문제
발굴, 개선 등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율적인 환경안전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영원한 무재해 제로 사업장 달성을 위해 BP케미칼즈의 선진적인 환경안
전지침을 도입, 시행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도입한 BP케미칼즈의 환경안전지침
은 무사고(No Accident), 무재해(No Harm to People), 무공해(No Damage to the
Environment)를 목표로 제정한 선진 환경안전지침으로 13가지 부문에 대한 지침과
전 직원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세부업무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
2002. 울산환경대상 수상 현판식

05

체결, 회사가 목표로 제시했던 CO₂ 배출 감소치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2001년과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역량 강화

아울러 에너지 절감 개선 활동과 폐열 보일러 및 에너지 회수 프로젝트 추진을 통

2002년 연속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았다.

해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제24회 에너지 절약
환경중시 기업철학 정립

촉진 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철학을 정립, 환경오염 방지에 많은

이와 함께 회사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TRI : Toxics Release Inventory)를 도

공을 들였다. 단순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장치와 배출시설을 마련해 오

입,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대기나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재활용, 처리 등을

염물질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애초부터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

위하여 사업장 밖으로 이동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배출자가 스스로 파악

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이로써 오염물질의 생성을 방지하고 그 양을 줄이는

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목록화하여 민간, 기업 등이 그 결과를 공유

방법이나 오염물질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개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

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오염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나갔다.
회사의 이러한 노력은 1993년 이후 매년 환경부로부터 환경모범업체 지정을 받는

환경친화기업 재인증

성과로 이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00년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회사는 환경중시 기업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공정 내 환경개선 및 에너지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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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T/F팀을 발족, 제
조공정은 물론 업무 전 분야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시행
하는 업체에 대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친화기업 인증을 받는데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996년 6월 1일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환경친화기업에 어울리는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했다. 대기환
경보호 차원에서 청정연료를 주로 사용했고 폐수처리장의 최적운전을 통해 배출
되는 폐수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켰다.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 환경부 및 자문단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은 2007년 12월
환경친화기업 인증 심사를 통해 또다시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환경친화기
업 인증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회사는 2013년 1월 21일까지 제4차 인증을 유지하게

―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회야강)

되었다.
회사의 환경친화기업 재인증은 설립 이후 친환경 경영을 위해 전개해 온 노력을 인

을 유럽 화학물질청에 등록 후 유통하도록 한 제도였다.

정받은 결과였다. 회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장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기

회사의 생산제품인 초산의 경우 EU 내 수출이 없기 때문에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위한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아무리 사소한 환경 문제라

시점에 등록하면 되었으나 초산비닐은 달랐다. 초산비닐 역시 EU 내 직접 수출은

도 전사 차원의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철저한 환경 경영을 펼치며

없었지만, 초산비닐을 원료로 생산되는 폴리머가 등록대상 물질이었기 때문에 등

에너지·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록을 해야 했다. 이에 회사는 2008년 10월 사전등록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사외 환경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1사 l습지 가꾸기
보전 활동’을 체결, 분기별로 밀양시 산들늪의 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였다. 아울
러 체계적인 환경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배출 업소에 대한 환
경기술 전파를 통해 이들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2007년 6월 1일 EU가 REACH제도를 도입하였다.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 제

06
No.2 CO공정의 원료 변경 프로젝트

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는 등
록되지 않은 물질은 EU 내에서 제조, 수입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

원가경쟁력 강화 노력 전개

칙 아래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EU 내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2000년대 들어 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21세기를 앞두고 BP케

롯데BP화학 30년사

218

History 1989-2015

219

미칼즈와 미국의 거대 화학기업인 셀라니즈(Celanese)사가 아시아 지역에 초산공장

환기 및 염 제거 설비에 대한 검토와 설계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을 설립하며 치열한 경쟁국면을 연출하는 가운데,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발발

2008년 4월 30일 프로젝트 기본 설계를 완료했으며 당해 정기 보수 공기에 맞춰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였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상세 설계, 설비에 대한 구매, 발주, 설치는

회사는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공을 들였다. 먼저 생산성을 획

당사에서 추진했다.

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TPM과 6시그마, TPS 같은 혁신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8월 벙커C유 공급 탱크 및 Feed 시스템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급 설비 시

이와 함께 회사는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No.2 CO공정의 원료를 기존의

운전을 실시하였다. 설비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10월 정기 보수 과정 동안 No.2

나프타에서 나프타와 중유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료변경 프로젝

CO 공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다.

트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CO 생산단가를 혁신, 원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No.2 CO Revamping 프로젝트는 기존 공정 최초로 벙커C유를 사용해 운전함으로

것이었다.

써 향후 No.1 CO 플랜트 프로젝트를 위한 노하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

2007년 이렇게 원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CO공정에 적합한 저가원료에 대한 조

었다. 별도의 프로젝트팀 구성없이 자체 TF 활동만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함으로

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 가능한 원료로 벙커C유, 석탄, 저가 오일 등이 가능한 것

써 내부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으로 나타났다.

No.2 CO Revamping 프로젝트에 대한 당초 예산은 60억 원이었지만 실제 집행비

이와 함께 인근에서 공급 가능한 저가 CO를 도입하는 방안과 역수성가스, 이산
화탄소 분리법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저가 CO를 공급하는 방안도 조사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저가 원료를 도입하는 것
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회사는 상세한 기술검토 항목 발췌하여 BP케
미칼즈 및 린데사와 공동으로 기술 검토를 추진하였다.
검토 결과 CO 플랜트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No.2 CO Revamping
프로젝트는 전량 납사를 사용하던 기존 No.2 CO공장 원료 중 50%를 저가 원료
인 벙커C유로 대체, CO 변동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No.2 CO Revamping 프로젝트

회사는 엔지니어링 회사인 린데사와 함께 No.2 CO 플랜트의 용량 및 새로운 원료
벙커C유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의 기본 사항들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벙
커C유 공급 탱크와 공급시스템 설계, 공정 내 CO₂ 제거 유닛의 용량 검토, 열 교

2009. 12. 15. No.1 CO Revamping 프로젝트 Sygnas Cooler 상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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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45억 원에 그쳤다. 프로젝트 수행으로 회사가 거둔 이익은 한 해 동안에만

Management System) 구축 이후 폐기하였다.

40억 원에 달하였다.

2002년 1월 회사는 전자구매조달(e-Procuremest) 시스템을 도입, 오프라인에서 진
행하던 구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하게 되었다. 시스템 도입으로 회사는 보다 공
정하고 투명한 구매문화의 정착을 이루게 되었으며 구매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

07

응하는 것은 물론 역경매 시스템 도입을 통한 원가경쟁력 향상, 구매 패턴 흐름파

신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싱글(mySingle)을 오픈하였다.

악을 통한 계획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 구축한 마이싱글은 사내에서 국한되어 사용하던 기존의 싱글(Single)을 획기
인터넷 기반 마이싱글(mySingle) 오픈

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전산망으로 포털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공간을 제공하였

회사는 2000년대 들어 Survival 21 경영혁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선진화

다. 인터넷 환경하에서 사내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콘텐츠 구성

된 Web 기반 포털정보서비스시스템(Portal Information Service System)을 구축하는

과 커뮤니티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업무수행이 가능하였다.

등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공정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AMS

움직이는 사무환경의 기본 툴인 마이싱글은 웹 환경에서 메일, 결재시스템, 그룹

와 MMS를 중심으로 신회계관리, 수주/출하, E-mail 및 전자결재(SINGLE), 신인

게시판, 포탈, 커뮤니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회계시스템과 사외결재

사(PDSS) 등 모든 부문의 혁신과 함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임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어 공정분석 및 디자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ASPEN+를 도입했고 설비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더욱 시스템화 된 업무 진행과 2년 1회 정기 셧다운(Shutdown)을 위해

신사원증 시스템 도입

시스템 기능을 확장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시스템의 예측능력을 지능화하기 위해

회사는 기존 사원증이 가진 문제점의 하나였던 보안성이나 시스템 불안, 노후화,

IMMA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기존의 MMS시스템에서는 제외되었던 원·부자재

단순기능 등을 보완하고자 2002년 8월 새로운 사원증을 도입하였다. 신사원증은

관리기능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시스템의 분석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분석 전용프

분실, 퇴사자 발생 시 그룹서버를 통해 각사 출입관리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는

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기능을 갖춤으로써 출입자 통제 및 부정발급 방지 등 보안기능이 강화되었다. 아

IMMA는 PM 마스터에 의한 설비예방점검과 정비의 계획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

울러 신용카드 기능도 추가되어 복리후생의 기본 툴 역할도 수행하였다.

하는 기본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상태모니터링(EHM : Equipment
Health Management)시스템을 MMS에 통합시킨 것으로 현장의 온라인 정보를 최

신경영정보시스템 개발

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통합보전시스템이었다. EHM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MMS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싱글을 오픈하고 각종 업무용

에 즉시 정보를 전송하여 새로운 작업플랜을 세우게 하는 IMMA는 AMS(Acetyls

툴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생산 및 설비관리 등 현장중심의 시스템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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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2007년 1월 SNEPS를 공식 오픈하였다.

하게 되었다. 이에 2004년 회사는 관계사를 벤치마킹한 후 경영정보시스템의 열세
를 만회하기 위해 신 경영정보시스템(SNEPS) 구축을 추진하였다.
기존 관리 부분의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된 모습의 업무 절차를 만들어
내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최적의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기존의 업무 부분인 판매, 구매, 자재,

08
노사문화의 발전과 조직 활성화

물류, 일반/재무회계 전반을 포함하며, 새로이 경영자정보, 경영계획, 투자관리,
COPQ관리 등을 추가하여 경영진에게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사원들에게는 개선

인재중심경영 추진

되고 선진화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인재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

회사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경영시스템 구축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T/F

고 회사를 경영해왔다. 이러한 회사의 경영방침은 임직원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를 구성하였다. T/F는 회사의 관리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인 만

내부고객으로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이어졌다. 외부고객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을

큼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개

내부고객으로 인식, 모든 사고와 행동의 기준을 고객 우선에 두며 공동체 의식을

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바탕으로 협력정신을 발휘해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로서는 기존에 구축한 PI, MAXIMO 프로젝트 이후 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회사는 내부고객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먼저 고객의 관점에서

신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은 삼성SDS의 최적화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직원들의 직무와 프로세스에 가치를 부여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항목(CTQ :

2005년 1월 BPR 완료 및 검증작업을 마쳤으며 3월에는 상세 설계 완료 및 검증절

Critical to Quality)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다.

차를 완수하였다.

또한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 활동 추진을 통해 임직원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같은 해 6월 기존 시스템의 영역이었던 판매, 구매, 자재, 물류, 회계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1차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이어 경영자정보, 경영계획(인사관리 포함), 투자관리,

회사는 임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체를 활성화하여

COPQ관리 등에 대한 2차 시스템 개발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10월에는 1차,

임직원들의 참여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신노사문화 정착을

2차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시연과 검증절차를 거쳐 11월 7일부터 임시 오픈에 들

통해 노사화합 사업장을 만들고자 했다. 노사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의 잠재

어갔다.

위험요소를 발굴, 개선하여 공장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하

시스템을 임시로 오픈하기 전인 11월 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신경영정보시스템에

는 선진 노사문화를 실현해 나갔다.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ON-LINE HELP 및 기본 조작 방법을

이와 함께 회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등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

설명하였으며, 공통전표 등록을 통한 마이싱글 결재를 시연하기도 했다. 이어 회

하는 일에도 공을 들였다. 회사의 근로복지기금은 1996년 5월 25일 한마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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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결을 거쳐 설치되었다.

노동부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였던 만큼 신청

임직원들의 생활안정, 후생의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자격과 심사 등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근

설립한 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에 의거, 독립법인으로 설립 운

거자료를 요구하였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과

영되었다. 또한 세부용도 및 수익금 증식방법은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와 협의

거 3년간 부당 노동행위 및 노사분규가 발생한

하여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를

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이어 회사는 사원건강 및 복지증진, 사기앙양을 위해 복지동

거쳐 6개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부

과 교육장을 설치하였다. 이를 위해 회사는 2005년 4월 이사회에서 예산 15억 원

터 노사관계, 인사노무관리, 기업활동의 건전성,

을 승인받았고, 사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샤워시설이 있던 건물을 복지동으

복리후생제도, 근로복지 등에 대한 엄정한 심사

로, 식당 2층은 교육장으로 각각 증·개축하였다.

―

복지동은 2005년 6월 설계와 동시에 착공하여 1층에는 231㎡ 규모의 탈의실과 샤

1996년 노사협력우량기업 인증서

1997. 01. 10.

를 받아야 했다.
약 4개월에 걸친 심사절차 끝에 회사는 1997년 1

워시설을, 2층에는 역시 같은 규모의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을 마련, 9월 20일 완공

월 10일 유효기간 3년의 ‘1996년 노사협력 우랑기

하였다. 7월에 착공한 교육장은 식당 2층 495㎡ 공간에 다목적 강당, 휴게실, 방송

업’에 공식 선정되었다. 생산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노사화합을 이어가는 기

실, 화장실 등을 설치, 3개월 만인 12월 완공하였다.

업, 노사화합 선언에 적극 동참하고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이하며 산업재
해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기업으로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

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한편 한마음협의회 제3기 사원 측 대표인 심동석 주임은

회사의 인재중심경영은 1990년대 중반 시작된 신인사제도 시행과 능력중심의 평가

노사협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도 도입과 함께 화합의 노사문화 창출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1997년 1월 노
동부로부터 ‘1996년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되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도약을 위한 상생의 조직문화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제도는 1996년 8월 노동부에서 산업평화 정착을 통해 국가

회사는 2000년대 들어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과 아시아지역에 대한 글로벌 석유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노사협력 우량기업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

학기업의 생산시설 신·증설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는데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었는데,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세제상의 우대, 인력지원 등

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일류기업 구현을 위한 3대 전략과제로 원가경쟁력 우위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제공되어 많은 기업들이 선정되기를 희망하였다.

확보, 확고한 영업기반 구축,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구현을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회사는 1996년 9월 25일 관련 심사내용별 총 22개 항목 400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설비종합효율 99% 이상 달성, 무재해·무공해 사업장 견지, 일류인재 육성 등 10대

작성해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체로 신청하였고,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를 방

실천과제도 도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사 차원에서 박차를 가하였다.

문,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회사의 생산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설명하였다.

특히 회사는 글로벌 일류기업 구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일류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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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구현을 강조하였다. 일류기업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

한편 회사는 일류인재 양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즐거움(FUN)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더불어 혁신을 통한 성장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혁신의

을 기반으로 조직생활을 이끌어가는 FISH철학을 도입하기도 했다. FISH철학은 조

주체가 바로 일류인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직 내에 잔재해 있는 상하 간 신뢰부족, 목표의식 결여, 업무 몰입도 저하, 의사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결코 현재 수준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임직원 모두가

통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적 저항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개개

한계능력을 극복하는, 일종의 신개념 기업문화였다.

인이 일류가 되지 않으면 회사가 일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직원 개개인이 일류
가 될 수 있는 기업풍토와 조직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회사는 공장의 안전 및 안정 가동과 더불어 조직 안정이 회사의 존립과 성장 발전
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대전제임을 강조하면서 상생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
해 다양한 계층별 간담회와 전 사원 교육, 산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
울러 회사의 목표와 꿈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회의, 경영 설명회, 혁신 회의, 중장
기 발전 워크숍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추진 과제들의 성공적 달
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추진하기도 했다.

2004. 07. 08. 신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FISH철학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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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국의 등장과 초산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중국의 초산시장 진출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회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꾸준
한 오름세를 보이던 유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사상 처음으로 배럴
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회사는 물론 국내외 석유화학 관련기업들이 몸살을 앓
게 만들었다.
한편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화학공업 분야 진출, 중국 석유화학기업들의 생산시설
신·증설이 이어지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국내 석유화학기
업들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은 세계 석유화학공업의 소비대국으로 정유제품은 물론 에틸렌, 합성수지, 무
기원료, 화학비료, 농약 등 주요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세계의 시장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 내에 석유화학기업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최고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으로 변모하였다. 2010년 중국
내 석유화학공업 총생산액이 7조 6,400억 위안을 기록, 2005년 대비 22.3%의 성장
을 이룬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석유화화업계의 경우 2008년 금융 위기로 처음 마이너스 수요를 기록했지만,
중국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후 놀라운 성장
세를 보여주었다. 석유화학공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기초산업으로 각종 산업과 밀
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당시 중국 내 다수의 산업이 모두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
어 결국 석유화학공업 분야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중국 석유화학공업의 부상은 회사에 위기로 다가왔다. 중국 석유화학기업
들이 초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이다. 저가의 석탄 원료를 기반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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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신·증설을 준비해 온 중국 내 초산생산기업들이 2007년 이후 본격 가동에 돌

또한 CO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우징(Wujing)의 경우 석탄광에서 저렴하

입하면서 급격한 공급 과잉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로

게 생산되는 CO를 상하이 코킹으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야라코는 저가의 천연가

세계 경기가 크게 침체되면서 초산 산업의 위기는 한층 가중되었다.

스를 활용해 CO를 생산하였다. 아울러 바야코 역시 합작선인 양쯔석화(YANGZI

특히 고유가 기조 속에 초산 가격이 톤당 651달러 수준에서 400달러대로 떨어졌

Petrochemical)로부터 천연가스 기반 CO를 공급받으며 품질안정 및 원가절감에 공

고, 설상가상으로 초산을 원료로 하는 PTA산업의 불황이 국내외 초산수요 감소

을 들였다.

로 이어지는 상황은 회사에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각종 악재와 불투명한 시
장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사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위기극복 추진

저가 원료로 발굴하는 등 다양한 원가 절감 활동을 전개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경

회사는 치열한 경쟁국면을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에 주목하면서 경쟁에서 살아남

주했다.

기 위해 초산 및 CO의 절대 원가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 오일의 100% 조기 사용을 통한 CO 변동비 절감, 수

초산 공급초과현상

소 부가가치 최대화 달성, 그리고 저가의 메탄올 구매 등 다각적 전략을 수립, 추

중국 석유화학기업들이 앞다투어 초산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 초산시장은 공급

진하였다.

과잉에 따른 치열한 경쟁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중국 초산공장의 가동률은 60% 이

이와 함께 NO.2 CO공장 원료 변경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원가를 더욱 절감

하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초산 생산기업들은 규모의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갔으며 공정 개선을 통해 초산과 초산비닐 생산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규모의

위한 증설에 들어갔으며, 이는 다시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졌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의 노력은 2009년 초산시장의 치열한

2009년 세계 초산 수요는 970만 톤인데 반해 생산설비는 1,400만 톤에 달했다.

경쟁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수출실적 개선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바야코(BAYACO)를 비롯한 중국의 5개 초산생산업체는 2010년 160만

당시 동남아 소재 초산 생산 공장들이 원료인 CO와 천연가스 등을 제때 조달하

톤을 증설하고, 2011년 180만 톤 추가 증설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 못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중국 야라코 공장 역시 중국 현지의 에너지

이러한 공급 초과 현상은 생산업체의 가동률 저하와 초산 가격 하락을 가속화할 것

부족으로 산업용 천연가스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동을 중단했고 연간 60만 톤(현

으로 전망되었다. 더불어 중국과 중동의 초산 생산업체들이 아시아시장으로의 수

재 120만 톤) 규모의 초산을 생산하는 미국 셀라니스의 중국 난징 공장도 CO 공

출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판매기반인 국내시장마저도 위협받게 되었다.

급 차질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중국시장이 공급과잉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미국 셀라니스는 기존의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환경 가운데 회사는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며 원가 경쟁력

60만 톤 생산 능력을 2009년 120만 톤으로 증대하였으며 BP케미칼즈가 운영 중인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연간 35만 톤 규모의 중국 야라코(YARACO)공장도 원가절감, 내부 역량 최적화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으로 회사는 위기극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었

등을 독려하며 초산 50만 톤 체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다.

고, 이는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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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을 절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일러아웃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공정 내

비상경영 전환 및 5대 혁신 T/F 가동

냉각수 사용 최소화를 위해 프로세스 간 열 교환 극대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5대 혁신 T/F 구성

기대 이상의 성과 견인

2000년대 말 고유가 국면과 중국 석유화학기업들의 초산시장 진출로 경영환경이

특히 회사가 주목한 것은 원료 다변화였다. 중국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값싼 석탄

악화되자 회사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어 회사는 급변하는 시황에 효

베이스의 석유화학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과적으로 대응하고 근원적인 원가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각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근원적인 원가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

부문에서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었다.

시황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종을 확보함으로써 주원료의 저가조달을 추진하

원료 다변화는 초산 원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간원료인 CO 제

는 원료다변화전략, 캐닝설비의 증설과 함께 고부가 틈새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 원가 절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경쟁사들은 값싼 천연가스나 석탄을 이용

CAN 수출확대전략,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통해 원료조달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

하고 있는데 반해 회사는 비싼 납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납사에서 나오는 부생

색하기 위한 G 프로젝트,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시작한 No.1 CO 공정개선 프로

수소를 외부에 판매함으로써 경쟁사들과 유사한 수준의 원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젝트의 조기완공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선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있었다. 경쟁사들은 회사와 달리 부생 수소의 활용 가치가 낮았으며 CO를 외부

이와 함께 회사는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혁신 T/F를 구성하였다. 급변하는 시황

에서 구매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2월 구성한 5개

회사는 린데사의 기술적 도움과 적지 않은 투자로 납사 사용의 50%를 벙커C유로

T/F는 인근사 협력사업 T/F, 원부 재료 다변화 T/F, 에너지 절감 T/F, 판매 확대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후 여러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최소

T/F, 물류비 절감 T/F 등이었다.

의 투자비로 벙커C유 대체율 64% 달성하였으며 국내 벙커C유를 수입 저유황유

이들 5대 T/F는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LSFO : Low Sulphur Fuel Oil)로 대체, LSFO 100% 사용 등의 단계를 거쳐 국내

먼저 인근사 협력 사업 T/F는 2009년 7월에 사용 계획이었던 벙커C유를 2월에 조

Order Made 유종 개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원료 가격은 200달러 이상 내렸

기 사용해 원료비를 절감했으며, 벙커C유를 60% 이상 사용함으로써 원가경쟁력

고 CO 제조 변동비는 6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향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G 프로젝트 T/F는 폐기물을 자원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

저가 원료의 도입 및 사용을 추진하고 있는 원부재료 다변화 T/F는 벙커C유뿐만

는 가스화(Gasfication)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힘을 쏟았으며 판매 확대 T/F는 국내

아니라 저가의 대체원료 발굴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에너지 절감 T/F는 자체 스

초산 및 초산비닐 시장 점유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미주, 유럽, 동남아에 CAN

팀 생산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초산 공정 칼럼 최적화 및 통합화를 통해 스팀 사

초산 판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틈새시장 공략에 집중하였다.

열 교환망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 공정 열 통합 분석을 실시했으며, 스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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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사는 2009년 한 해 동안 180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20만 톤으로 증대시키는 초산비닐 최적화 프로젝트 같은 3대 프로젝트를 추진, 근

로 인한 효과 이익은 260억 원에 달하였다. 이는 최초 목표와 비교했을 때 10% 이

원적인 원가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였다.

상 높은 성과로,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열정을

아울러 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공적

한데 모아 거둔 성과였다.

최적화 T/F는 공정 원단위 개선 및 에너지 최적화를 통해 베스트 변동비 달성과
에너지 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원료다변화 T/F는 저가 원료 발굴 및 공

근원적 원가경쟁력 확보

정 조기 적용을 목표로, 초기에는 저유황 중질유를 사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저가

2010년 들어 세계 석유화학 경기는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경기 부양책에 힘

잔사유를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다. 이외에도 용량증대 T/F는 최소 투

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 중동과 중국의 신증설 플랜트가

자로 최대 생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공을 들였다.

본격 가동되면서 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확대되었고, 그 심각성은 날로 높아져

이러한 활동은 생산 단위 비용을 절감, 판매시장 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에 기여

갔다. 특히 초산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그 경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했으며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었다. 회사는 이러한 원가경쟁력 확보

회사는 이렇게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최후까지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원가

노력들과 더불어 완벽한 HSE 관리와 안전 및 안정 가동을 실현, 급변하는 경영환

경쟁력을 구축하는 한편, 100% 공장 가동 및 생산 전량 판매를 위한 확고한 판매

경 하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해 나갔다.

시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다. 회사는 국내시장 기반 구축을 확고히 다졌으며 기
존 수출시장과 함께 신규 시장 개발에 주력, 틈새시장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였
다. 또한 일본 시장에서의 판매기반을 확충하고, 기타 역외수출을 꾸준히 추진해
나갔다.
초산시장과 함께 초산비닐시장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 시행하였

03
No.1 CO 공정개선 및 원료 다변화

다. 당시 초산비닐시장은 수요회복세가 지연되는 반면 공급은 과잉되어 생산자들
이 공장 가동률을 낮춘 상황이었으며, 판매 가격 역시 약세가 지속되었다.

No.1 CO 공정개선 추진

회사는 이러한 시황 속에서 전량 판매를 통한 100% 가동률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회사는 고유가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던 2000년대 초부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

쏟았다. 특히 회사는 2010년 9월 초산비닐 공정최적화 프로젝트 완료를 앞두고 있

기 위해 No.1 CO 제조공정을 개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Revamping

었는데, 프로젝트 완료에 따른 생산량 증대 후에도 전량을 판매하기 위해 신규 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회사는 2001년 초부터 BP케미칼즈와 논의를

출 거래선 발굴과 틈새시장 개발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

시작했으나, 공정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콜드박스 개조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

이렇게 다각적인 판매 활동과 더불어 회사는 다시 저가 중질유만으로 CO를 생산

아 경제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

하는 Single Feedstock 프로젝트, 신촉매 사용으로 연간 생산 규모를 15만 톤에서

유가, 경제성, 기술적 제한, 주변 여건 등 여러 환경에 막혀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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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던 No.1 CO공장의 공정 변경 프로젝트는 2007년 2월 전략혁신팀 사업기획파트

역량을 집중하였다. No.1 CO공장의 공정 변경 프로젝트는 제조 가격을 혁신적으

가 신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7년 세계 경제 불안정 및 유가 급상승이 회사의

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CO 제조 측면에서 저효율 공정인 No.1 CO 리포머 공정을

원가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보다 절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No.2 CO공정과 동일한 고효율 공정인 부분산화 공정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저가

회사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변동기 절감을 핵심 목표로, 특히 시장 경쟁력 확보

원료인 벙커C유를 혼합 사용하는 공정으로의 변경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프로젝

와 직결되는 제조 변동비 절감을 단기 해결 과제로 선정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진

트의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No.1 CO의 후단(後段) 공정은 재사용하면서 전

행했다. 그러던 중 No.2 CO공장을 설계한 엔지니어링사인 독일 린데사로부터 벙커

단(前段) 공정을 변경하는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하였다.

C유를 공정에 혼합 사용하여 CO 제조 변동비를 낮출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2009년 4월 6일, 항타 작업을 시작으로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장마, 플랜트

되었다. 이에 사업기획파트에서는 No.2 CO공장에 적용하고 있는 이 기술을 No.1

노조 파업, 자재 납기 지연, 혹한기 공사 추진 등 여러 난관으로 목표했던 2010년

CO공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다.

1월 말 기계적 완공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회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회사는 BP 합작사들 가운데 우수한 초산 제조 원단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건설공사를 강행, 공터에 불과했던 공간에 설비를 들였으

만, 원료 가격의 급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초산 제조가격이 상대적으로

며 시운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높아질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가경쟁력은 갖추고 있지 못했다.

No.1 CO공장의 공정 변경 프로젝트는 운전 중인 기존 공장의 공간에 새로운 설

이에 근원적 기업 체질 개선에 대한 당위성이 대두되었고, 회사는 체질개선을 위

비를 건설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 프로젝트로 No.1 CO공장의 공정 변경을 선정하였다.

회사는 단 한 건의 공정 트러블이나 안전사고, 환경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프로젝

이후 공정설계업체와 상세한 기술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을

트를 마무리, 2010년 4월 8일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조사하였다. 이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프로젝트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No.1 CO NEW POX 공장 준공식은 박오규 사장과 BP 주주 대표인 G. Moeyens,

BP케미칼즈 측에서 프로젝트 추진 절차상 추가검토 필요성을 제시, 사업추진을

R. Unnerstall, DOW 주주 대표인 C. Eicher를 비롯해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참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내주었다.

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경과보고에 이어 공장 준공 유공 사원과 협력 업체

이에 독일 린데사와 신규 공장에 대한 기본 설계 진행,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상

에 대한 시상 및 감사패 전달이 거행되었다.

세 투자비 산출, 프로젝트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프로젝트 HSE 검토 등 제반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NEW POX 공장 준공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

업무 진행에 역량을 기울였다. 이후 다시 이사회에 프로젝트 승인을 요청, 2008년

한 성과”라 자평하고, “어려운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 예산 내에서

5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시운전까지 완벽히 완수했다”면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성공적인 No.1 CO 공정변경 프로젝트 수행으로 회사는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함으로써 타 선진기업에 대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사회 승인 이후 회사는 CO 프로젝트팀을 구성, 성공적인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나프타의 1톤당 가격 900달러를 기준으로 연간 195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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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진하였다. 당시 공정 개선을 통해 No.1 CO공장은 원료의 60% 정도인 벙커
C유를 나프타와 혼합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이를 벙커C유 100% 사용공정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였다. 아울러 공정에 필요한 연료 역시 100% 중유(Heavy Oil)
를 사용한 보일러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는 준공식 직후 원료 다변화 소 T/F를 별도로 구성하였
다. T/F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독일 린데사에 기본 설계검토를 의뢰하였다. 이
어 린데사의 검토 리포트를 검토한 결과 NOBO 프로젝트는 No.1 CO 공정변경 프
로젝트에 비해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회사의 설비운영 노하우와 국내 엔지니
어링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
2010. 04. 08. No.1 CO Revamping 프로젝트 종료 New POX 공장 준공식

이에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국내 기술진만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당초
예상투자비 130억 원보다 30% 절감된 90억 원을 공사비로 책정,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정유사의 핵심공정설계 경험을 보유한 국내기업 AMT Pacific사에게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나아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고유가 환경과 나

기본설계를 맡겼으며 상세설계는 필즈엔지니어링에게 의뢰하였다.

날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아시아 초산시장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이어 본격적으로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당초 완공계획 대비 3개월이 단축된 2010년

확보하게 되었다.

9월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마침내 Single Feedstock 프로젝트 완
료와 더불어 100% 중유 운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NOBO(Naphtha Out, Boiler Out)

총 21개월의 공사 기간과 시운전을 거쳐 완공된 New POX 공장은 고가의 원료를
저가의 원료로 대체하는 한편, 원료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획기
적으로 개선하였다. 기존 공장 대비 CO 제조 경쟁력을 40% 이상 향상시켰으며,
초산의 제조 경쟁력 또한 10% 이상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원료가 급등에 대한

04
초산·초산비닐공장 생산능력 획기적 증대

능동적인 대처와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하여 자동차 2만 대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연

초산 및 초산비닐 생산능력 확장

간 4만 5,000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극복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 3월 3

그러나 회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NOBO(Naphtha Out, Boiler Out) 프로젝트

대 프로젝트를 선정, 힘차게 추진해 나갔다. 앞서 언급한, No.1 CO공정에 저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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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100%를 사용하기 위한 Single Feedstock, 초산비닐 생산 증대를 위한 초산비닐

시행하였다. 당시 국내에서 에틸렌 초산비닐(EVA)에 대한 증설 프로젝트가 확정되

최적화, 초산 생산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AA 최적화 등이었다.

어 추가적으로 초산비닐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자재료, 태

이 중에서 초산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AA 최적화 프로젝트는 연간 45만 톤

양전지, 필름 등에 대한 추가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규모인 초산 생산능력을 55만 톤까지 늘리기 위한 것으로 2011년 8월 완공을 목표

그리고 국가적으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수

로 추진되었다.

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였다. 이에 회사는 초산비닐공장의 생산능력을 5만 톤

당초 회사의 초산 생산능력은 출범 초기 연산 15만 톤 규모였으나 1994년 초산 반

증설하는 초산비닐 최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응기 폐열회수설비도입(Waste heat boiler)으로 20만 톤으로 증산, 1997년 완공
한 증설공사를 통해 15만 톤을 늘려 35만 톤 규모를 유지하였다. 이후 2005년

AA 최적화 프로젝트

정기보수를 앞둔 상황에서 기존 반응기를 교체하면서 생산능력을 10만 톤 늘려

회사는 AA 최적화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초산 증산에 필요한 CO 증산에 대한 검

총 45만 톤 생산체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토를 위해 기존 CO 분리탑 제작사인 에어 프로덕트(Air Product)사에 공정개선 및

실제로 회사는 같은 해 9월 정기보수 시작과 함께 기존 반응기를 제거하고 신규

증산 가능성, 경제성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반응기를 설치하면서 초산 생산능력 증대 프로젝트를 추진, 촉매 저장 탱크 및

예산을 확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촉매 순환 펌프 용량 증대, 정제탑 내부교체 등을 시행하였다. 철저한 안전 및 품

2010년 2월 AA 최적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No.1 CO 공정개선을 완료하였으

질관리를 바탕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는 10월 시운전 시작과 함께 종료되었고, 이

며 3월에는 싱글피드 프로젝트에 들어

로써 회사는 연산 45만 톤 생산체제를 실현하게 되었다.
AA 최적화 프로젝트는 2009년 발생한 초산공장의 운전이상을 검토하면서 시작

2010. 02. 11. 초산비닐공장 debottleneck 프로젝트
―

갔다. 당시 초산비닐 최적화 프로젝트
도 동시에 착수하여 매우 바쁜 일정을

되었다. 경질분리탑(Light end column) 상부에 설치된 집진기(Agglomerator)의 파손

소화해야 했지만 2005년 신규 초산 반

이 우려되어 공정을 정지시킨 후 점검과 설비보수를 실시하였는데, 중질 분리탑

응기 설치 및 생산능력 증대 이후 회사

(Heavy end column)에도 광범위하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의 생산능력 확장을 시행하는 프로젝

회사는 부식에 강한 재질로 변경할 것을 검토했으나 부품을 포함한 설비 구매에

트였기 때문에 회사는 양대 프로젝트

만 약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회사는 처음 계획했던 설비교체

수행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였다.

대신 공정 개선을 추진하여 생산능력을 기존의 1,405톤/일에서 1,570톤/일로 증산,

AA 최적화 프로젝트는 업무 특성상 장

연산 45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55만 톤으로 확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납기 설비가 많아, 프로젝트 효과의 극

한편 회사는 AA 최적화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준공 이후 생산량 증대를

대화를 위해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던 초산비닐공장의 생산능력 확장에 대한 검토도

에 조기 발주가 필요하였다.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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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질 분리탑 및 분리판 발주를 시작으로 CO 분리탑과 CO 압축기를 발주했으며
10월에는 초산 펌프 10기와 기타 설비에 대한 발주를 추진하였다.
회사는 설비 조기 발주를 시행하는 동시에 2010년 4월 중질 분리탑 기본설계를 의
뢰하였으며 5월에는 초산원료인 CO공장 증설 검토에 들어가 CO 압축기 사양 작
성과 기술검토에 착수하였다. 이어 공정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 주요 설비 제작사
와 위험성평가(HAZOP)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기존 공장과의 안전한 연계 및
잠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위험성평가(Interface HAZOP)를 추가로 실
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일
반적인 일괄 계약이 아닌 실비 정산방식(Cost & Fee)으로 결정하였으며, 주요 설비
의 발주를 직접 실시하여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2011. 11. 09. 초산증산 및 에너지 최적화 프로젝트 준공식

2010년 11월 회사는 삼성물산과 건설공사를 위한 상세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설공사 계약은 이듬해 4월 체결하였다. 계약과 동시에 현장 토목공사를 착수하

초산비닐 최적화 프로젝트

여 2011년 9월까지 현장 신규 설치 및 설비 교체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완료하였

AA 최적화 프로젝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추진한 초산비닐 최적화 프로젝트 역시

다. 이에 앞선 6월에는 중질 분리탑을 시작으로 주요 설비들이 입고되면서 순차적

일정이나 여건이 만만치 않았다. 기존 초산비닐공장을 최소한의 개선으로 생산량

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을 증대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초산비닐

프로젝트 중에서 기존 CO 분리탑과 연결하는 작업은 해당 배관의 재질이 특수

생산량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응기를 시간과 기술의 한계로 교체하지

알루미늄이라 용접에 애를 먹었으며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작업 진행이 쉽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않았다. 또한 정기보수 기간 중에 울산 내 건설노조 활동이 심화되어 한때 당사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응기를 유지한 채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

정기보수 작업 일정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임직원들의 전폭적인 지

도록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촉매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후 여러 업체의 촉

원과 건설업체의 협조로 큰 문제 없이 정해진 일정 안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매를 다양한 조건 하에 실험한 후 그 중 가장 성능이 좋은 촉매를 선택하였으며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 짓고 2011년 10월 1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11월 3일에

최종 선택된 촉매 회사와도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는 당초 설계용량인 초산 1,570톤/일을 달성하였다. 이어 프로세스 최적화를 실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여 11월 23일에는 목표로 했던 1,600톤/일의 생산량도 달성, 회사는 연산 55만

촉매 선정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았다. 생산량 증대에 따른 제품 품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을 맞추기 위해 정제탑 및 이산화탄소 제거탑의 용량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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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에 하나였다. 정제, 제거탑의 설계에 따라 최종 제품의 품질도 결정되고

닐공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무엇보다 설비를 제작하고 입고하는 시기가 프로젝트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높이게 되었으며 연간 5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때문에 설계 및 일정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신규 촉매를 발굴, 적용하여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이와 함께 회사는 산소 인젝터 설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가연성 가스인 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2018년 신규 초산비닐공장 건설과 라이

틸렌과 함께 사용하는 산소를 공정 가스에 원활하게 섞어 주는 산소 인젝터는 폭

선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B 프로젝트 수행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회사는 직접 설계 기준을 선정
하여 최종적으로 제작, 안정적으로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회사는 설계부문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게 되었고 차별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다.
초산비닐 최적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0년 10월 마침내 현장 작업을
완료하고 시운전에 들어갔다. 이어 임직원들의 기대와 긴장감 속에 안정적으로 목

05
고부가가치 틈새시장 소포장 수출시장 개척

표 생산량에 도달,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본설계를 자체 기술력으로 수행한 초산비닐 최적화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는 기

소포장 수출 틈새시장 발굴

술력 향상과 경험 축적을 달성하였으며 최소의 투자비로 20만 톤 규모의 초산비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 무렵 중국의 석유화학공장들이 초산시장에 뛰어들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촉

2010. 11. 18. 초산비닐공장 최적화 완료
―

발된 세계 경기침체 국면이 더해지면서 초산 가격이 톤당 651달러 수준에서 400달
러대로 40% 가까이 하락했지만, 그마저도 팔 곳이 없었다. 회사로서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회사는 고유가 기조 속에 초산 가격이 하락하고 초산을 원료로 하는 테레프탈산
산업의 불황이 국내외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각종 악재와 불투명한
시장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저
가 원료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원가 절감 활동을 전개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원가 절감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테레프탈산을 생산하는 국내 업
체들의 대규모 감산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 초산의 판매처를 찾는 한편, 경쟁사의
덤핑 공세에 대응하여 수익성을 확보해야 했다. 당시 회사는 초산수요가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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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제품 유통구조의 변화
[기존]

장을 찾아낸 것이었다.
사실 초산 소포장 판매 자체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일부 화학 기업들이
부산물로 생산된 초산을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회사 역시 창립 당시부터
필리핀 거래처에 소포장 초산을 판매하였다.

공장

대리점

벌크

대리점

소분

유통

최종 수요자

[변경]

회사가 주목한 것은 유통 단계였다. 초산의 경우 생산자가 화물선을 이용해 대용
량 벌크로 수출하면, 각국 기업들이 다시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이처럼 소분하는 과정에서 중간 유통비 및 추가 마진이 더해지다 보니 최종 제

공장

대리점

최종 수요자

품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이러한 유통 단계 속에서 대용량 벌크로 수출하는 물량 일부를 직접 소분
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고안해냈다. 포장 원가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판로를 새롭게

질의 초산을 적정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어 이러한 판매방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

확보하는 동시에, 벌크 대비 높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고객 역시 고품

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제품 출하장 전경

소포장 제품 유통구조의 변화

―

당시 대용량 벌크 판매가 고착된 초산시장에서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소포장 판매
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대용량 벌크 시장과 비교해 거래 단위 금액이 낮
고, 더 많은 고객을 관리해야 하는 난점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가능성에 집중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초산의 다양한 쓰임새였다. 각종 공업용 원료를 비롯해 의약품,
식품 첨가제, 건설, 섬유 염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산 수요가 있었다. 또 하나는
물류 인프라가 미비한 개발도상국이나 도서국 중심의 소포장 수요였다. 이와 더불
어 초산 사용량이 많지 않고, 고가의 초산 저장 탱크를 갖추기 힘든 영세 기업의
경우 대용량 벌크보다 소포장 구매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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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담당 직원이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했다.
염색용

수처리 / 세척용

염색시 산도조절
와인저장용

과초산, 아세트산 등
제조과정 투입

회사는 초산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일단 찾아가 보았다. 국가별로
목록을 만들고 종합상사를 통해 약속을 잡았으며, 때로는 현지에서 무작정 연락

섬유 염색

오크세척

해 약속을 잡기도 했다. 당장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좋았다. 브랜드를 알리고,
의류 / 신발원료

제설제

기타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초산의
화학용

다양한 용도

이러한 전략은 다소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회사는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실
반도체 식각액

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포장 수출 담당자가 시장 조사, 수요처 방문 및 상

제조

담배필터원료

건설용

건설재료용 원료
기폭제 혼합원료로 사용
그 외) 콘크리트 / 아스팔트 : 양생가속
고무추출 : 경화방지용 투입
광산개발 / 원유추출 : 지표면 연화제

건설재료용
원료

접착용 본드

담 등을 위해 이동한 거리는 약 80만 5,000km를 상회할 정도였다. 이러한 노력은
공업용 원료
VAM / EVA 등 친환경
공업원료로 사용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고, 소포장 판매는 평균 40%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어가게 되
었다. 고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2015년 가을 멀리 아프리카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우간다에서 왔다
는 방문객은 커다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회사에서 수출한 소포장

시장조건에 따른 다양한 전략

용기 라벨이었다. 방문객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중개상으로부터 초산을 구매

소포장 수출의 가능성을 발견한 회사는 2009년 소포장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해 사용하는 광산 기업의 구매 담당자였는데 회사의 소문을 듣고 한국을 직접 찾

들었다. 이미 소포장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추가 투자로 선진 자동화 설

아온 것이라고 했다.

비를 구축하여 생산 능력을 키웠고, 이와 함께 소포장 판매에 유리한 식품첨가용

그날 구매가 바로 이뤄졌다. 물량과 가격 협의를 마친 그는 가방에서 유로화와 달

허가도 획득하였다.

러를 꺼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회사에 대한 조사를

2009년 당시 국내에서 소포장으로 판매되던 초산은 주로 섬유 염색에 사용되었지

마쳤으며 품질과 가격, 신뢰, 평판 등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낸 상태

만, 염색 및 섬유 생산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물량 감소가 예상되었다. 이

였다.

에 회사는 섬유 산업이 발전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을 소포장 수출 대상지로 설

이처럼 소포장 수출이 궤도에 오르면서 회사는 ‘STP(Segmentation, Targeting,

정하였다.

Positioning)전략’을 수립, 시행하였다. 제품용도, 수요처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대

하지만 이후 소포장 수출을 성사시키기까지의 여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일단

응을 세분화하여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이었다.

판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 소포장 수요의 대부분이 영세

용도별 전략으로는 크게 공업용과 식품첨가용으로 구분하되, 공업용의 경우 시장

한 소규모 기업이었기 때문에 수요량을 집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국내 종

성장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 및 염색 수요 위주의 마케팅을 운영하였으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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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용 판매를 위해 FDA 식품첨가인증, 코셔(Kosher), 할랄(Halal) 등 다양한 인증

소가 불 보듯 했다.

서를 획득,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행히 회사에는 처음 시장을 발굴하고, 거래처를 관리해 온 충분한 노하우가 있

또한 국가별로 다른 시장 구조와 구매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배급 업자, 중개상,

었다. 국내 상사를 수차례 설득하는 한편, 그들이 관리하던 수입처들을 일일이 찾

최종 수요자 시장 등으로 구분하여 수출하였다. 이와 함께 대리점별 패키지 영업을

아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판매량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였다. 결국 국내 상사

강화하여 여신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초산 농도를 조절하여 공

역시 제품의 로열티를 인정하고 다시 회사 제품 판매에 전념하였다.

급하는 등 조건에 맞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처럼 경쟁사들의 시장 난입에서 촉발된 난관으로 양적 확장이 불투명해진 가운
데 회사는 경쟁사와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였다. 질적 확장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위기에 강한 기업체질 구축

공업용 초산보다 수익성이 높은 식품첨가용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소포장 수출 전략은 위기에 강한 기업체질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2009

최상의 상품성과 그동안 소포장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차별화를 선택한 것

년 이래 매년 40% 이상 급성장하던 소포장 판매량이 2012년에 들어 정체기를 맞

이었다.

게 되었다. 규모가 한정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회사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

그 결과 2014년 연간 판매량 중 36%인 2만 3,000톤이었던 식품첨가용 초산 판매가

만 급격한 판매 둔화는 자칫 경제성 악화 및 브랜드 이미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
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회사는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에 강점이 있는 신규 대리점을 지속적으로 발
굴하는 동시에 각국 수출입 통관 자료나 경쟁사 수출 자료를 입수하여 현지 수입

롯데BP화학 소포장 판매량 및 세계 시장 점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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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6%인 3만 1,000톤으로 증대하였고 2018년에는 연간 소포장 판매량 8만

류, 생산, 공무, 판매 등 전체 부서가 참여하였으며, 현업 업무를 가장 잘 파악하

톤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고 있는 주무 담당자를 프로젝트에 투입하였다. 프로젝트 T/F에서는 회사의 표준

2018년 말 회사는 누적 90개국(상시 51개국)에서 500개 이상의 현지 대리점 및 수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MS-ERP 방법론을 기반으로 그룹 ERP 일류화 방법론을

요처에 소포장 수출을 하였다. 특히 5개 정기 거래 대리점을 통해 약 90%를 거

반영했다.

래하는 등 신뢰로 이어진 든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여러 채널을 통한

기준정보는 그룹 기준정보 체계와의 일치를 위하여 그룹 ERP 일류화 기준정보 수

SPOT 판매로 나머지 10%를 운용하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고부가가치 틈새시장

행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를 투입하여 현업 주도로 기준정보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을 발굴, 전력을 다해 노력한 결과였다. 회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까지 유

장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마스터 중심으로 기준정보를 추진하되, 기존 설

럽 시장에 소포장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비관리시스템(MAXIMO)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2013년 10월 오픈하였다.
그런데 오픈 이후 ERP를 자체 운영하면서 파악한 결과 시스템 운영에 있어 몇 가
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ERP 구축 경험부족 및 사용 미숙에 따른 시행착오에서

06

발생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

전사적 자원관리(ERP) 도입과 통합탱크 구축

재 수불 검증과 경비처리시스템(myFinance)의 편의 기능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글로벌표준프로세스 실현 위한 ERP 도입

고객만족을 위한 통합탱크 구축

회사는 2011년 2월 삼성 그룹에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 Enterprise

회사는 1997년 초산비닐공장 가동 이래 항상 고객에게 안정적인 제품공급을 위해

Resource Planning)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경영정보시스템 확충 차원에서 ERP 솔

노력해 왔다. 그런데 초산비닐제품은 액체화물로서 고객사의 원료인 점을 고려할

루션 구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같은 해 12월까지 그룹의 ERP 일류화 T/F에 참여

때 안정공급을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는 동시에 정보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ic Plan) 진단을 실시하였다.

회사는 생산된 제품의 약 90%에 해당하는 물량인 약 18만 톤을 대산지역에 위치

검토 결과 회사 실정에 맞는 중규모 ERP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

한 유화 3사(삼성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의 EVA(Ethylene Vinyl Acetate) 수지 제

고, 그룹 ERP 구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성능, 연

조용 원료로 공급을 해오고 있었다. 대산 지역으로의 운송을 위해서는 울산에서

계성, 구축비용 및 유지비용을 종합 검토하고 회사의 규모와 품목 수를 고려하여

선적 후 대산항까지 약 3일간의 항해를 해야 했다.

마이크로 사의 ERP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삼성토탈 자가 부두를 이용하여 하역을 해주고 이어 씨텍(SEETEC)부두에

이후 회사는 내부 및 외부인력 등 총 20명 규모의 T/F를 구성, 2012년 3월 5일 시

다시 접안시킨 후 롯데케미칼과 LG화학으로 초산비닐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제

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관리, 경리, 구매, 물

품을 공급하였다.

였다. 그 결과 시스템 간의 I/F 문제를 비롯하여, 설비관리시스템과 ERP 간의 기자

롯데BP화학 30년사

254

이 과정에서 2개 부두에 접안 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손실, 만성적인 부두체선,
높은 파고로 선박이 대산에 도착하고도 접안하지 못하여 제품공급을 못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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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폐열 재활용 및 재생에너지사업 진출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연되어 고객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초산·초산비닐 직접공급 통한 에너지 절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당시 삼성토탈 내에 대규모 탱크건설(통합탱크)과 대

회사는 2011년 직원들이 제안한 원가절감 아이디어 중에서 초산공정의 2번째 정제

산단지 내 3사로의 초산비닐 배관망 연결에 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였다. 2014년

탑에서 직접 초산비닐공정으로 제품을 공급하면 중질 분리탑의 에너지 절감이 가

말 통합탱크가 준공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탱크를 통한 대산지역 3사로

능하다는 데에 주목하고 이를 집중 검토하였다. 하지만 상세 검토결과 정제탑 base

의 공급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새로 설비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높아 경제성

이후 대산지역에서 부두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삼성토탈 부두로만 접안하고 통합

이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탱크를 통한 대규모 물량 하역으로 대산 지역의 안정적인 공급 인프라 구축이 실

이에 다각도에서 다시 검토를 추진하여 최적의 포인트를 찾은 결과, 정제탑이 아니

현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과의 신뢰가 구축되고 회사는 대산지역에 소요되는 초산

라 중질 분리탑에서 초산비닐공정으로 직접 제품을 공급하면 경제성이 확보될 수

비닐 제품 전량을 공급하게 되었다.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산공정에서 시간당 약 2톤의 스팀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2015. 03. 20. 물류선박 103 효동케미호
―

부가적으로 추가 발굴한 포인트에서 직접 초산비닐공정으로 초산을 공급할 경우
초산비닐공정에서도 시간당 0.4톤의 스팀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후 회사는 2013년 정기보수 시점에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전작
업을 먼저 시행하였다. 먼저 직공급배관 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요오드화물
(Iodide) 제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로 하고 BP케미칼즈 기술진과 설비에 대한 기
본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설비 발주를 시행하였다.
또한 초산공정에서 초산비닐공정으로 초산을 직접 공급하기 위해 배관을 약
500m가량 신설하는 작업도 정기보수 전에 사전작업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요
오드화물 제거를 위한 흡착탑(Vessel) 및 열교환기, 기타 설비들도 사전에 모두 설
치하였다.
이어 2013년 정기보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들어가 초산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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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로 초산비닐공장으로 초산을 공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실제로 시운

업환경 속에서 2014년 8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 완료 직후 별도로 생산한 스

전을 시행한 결과 시간당 약 2.5톤의 스팀이 절감되어 연간 10억 원의 경제적 효과

팀 약 3톤/시를 시험적으로 약 2주간 공급하며 배관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았다.

를 얻게 되어 투자비 8억 원을 1년 안에 회수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2015년 3월 정기보수를 2달 앞둔 시점에 중온수열교환기 설치를 위한 사전작
업을 실행하였고 이어 열교환기 이송을 위한 철골, 펌프, 탱크 설치 작업을 실시하

폐열회수를 통한 스팀 사외 판매 시행

였다. 마침내 정기보수가 시작되자 3주 안에 모든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인

회사의 중온수 시스템은 2013년 원가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중 외부 컨설팅업

제약 속에서 작업을 진행, 성공적으로 반응기 폐열회수 및 스팀생산 시스템 설치

체에서 인근사인 금호에서 저압스팀을 필요로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되었

를 마무리하였다.

다. 당시 회사는 초산비닐공정에서 저온의 폐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이어진 시험가동기간에 기존에 예상했던 시간당 10톤 정도의 스팀 외에 잉여스팀

었지만 마땅히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것에 착안하여 그곳에 중온수설

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잉여스팀 또한 한주를 통하여 금호

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대비 약 20% 개선된 시간당 12톤의 스

기존 정제탑은 온도가 높은 스팀을 열원으로 하여 분리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

팀을 판매, 연간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열회수를 통

하였는데 새로운 발상으로 약 100도의 비교적 낮은 온수를 정제탑 열원으로 사용

해 이산화탄소 발생량 또한 저감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였다.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초산비닐공정에서 남는 열원을 회수할
경우 약 8톤 정도의 저압 스팀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 보다 정밀한 검토
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향후 스팀 판매처가 될 금호,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내 집
단에너지사업자인 한주와 스팀 판매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정밀검토를 시작하면서 최적의 운전체계를 만들기 위해 외부 협력기업과 수십 차
례 미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초산비닐 반응기 후단에 새로운 중온수열교환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남는 스팀을 판매처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 설치작업도
시행하였다.
총 프로젝트 예상 비용은 53억 원이었으며, 공사는 삼성에버랜드가 시행하였다. 그
런데 초산비닐 공정에 추가로 설치하는 중온수열교환기는 2015년 정기보수 기간
에 설치가 가능하여 설비를 선 발주하는 한편 스팀 배관 설치작업부터 먼저 진행
하였다.
스팀 배관 공사는 사외 도로를 횡단하는 공사로 무더운 날씨와 우천 등 열악한 작

폐열회수를 통한 스팀판매(열 교환기)

폐열회수를 통한 스팀판매(중온수 탱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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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발한 혁신활동을 전개하여 당초 목표 건수인 69건보다 많은 86건을 실행, 계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비 246억 원을 달성, 역시 30% 이상의 개선효과를 보았다.

JUMP 1000 혁신활동

미래지향적인 손익개선 활동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가절감

2010년에도 회사는 5대 T/F를 운영해 연말까지 목표 건수 138건 대비 178건 실행,

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최선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활동

손익 개선 176억 원 목표 대비 227억 원을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3대 프로젝트의

전개가 필수적이다. 이에 회사는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양

일환으로 추진한 VAM 최적화 프로젝트와 Single Feedstock 프로젝트 조기 완공과

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적합한 툴을 도입하여 혁신활동을 펼쳤고, 이를 통해 위

정상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에서 벗어나곤 했다.

그러나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JUMP 1000 달성 마지막 목표

중국의 화학기업들이 저가의 석탄을 원료로 생산한 초산으로 시장에 진입, 2000

연도인 2011년 500억 원 과제 발굴과 150건 이상의 과제 건수 달성이라는 목표를

년대 후반에는 공금과잉현상이 벌어지면서 회사 경영을 압박해왔다. 여기에 글로

수립, 보다 도전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였다. 회사는 용량증대 T/F 활동을 통

벌 금융 위기까지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짙은 불황의

해 하루 초산 1,800톤 생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완성하는 한편, 단기간에 최적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석유화학공장 폐쇄 및 파산이 이어졌다. 실제로 2000년대에

의 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에 전념하였다.

만 화학산업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기업 중 9개 사가 순위 밖으로 밀려나거나 파

초산과 함께 초산비닐 역시 추가 용량 증대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향후 급증

산·합병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대비하고자 했다. 또한 공정최적화 T/F 활동과 원료다

회사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제체를 출범시키는 한편 2009년 2월 근

변화 T/F 활동을 통해 초산변동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원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

발굴하였으며 주원료의 구입 다변화, 가격 개선, 대체 원료 발굴을 위한 추진 과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2011

제들을 도출, 추진해 나갔다.

년까지 3년 동안 1,000억 원을 절

이와 함께 회사는 미래지향적인 손익개선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과

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하

제 발굴에 힘을 기울였으며 기존에 발굴된 과제를 철저히 관리하여 조기에 성과

고, 이를 통해 600억 원의 손익개

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초산 소포장 설비
―

획대비 124%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한 손익 개선은 186억 원 목표 대

선을 이루겠다는 ‘JUMP 1000 혁
신활동’이었다. JUMP 1000 활동

창의적 제안활동과 성과중심 TPM 활동

첫해인 2009년 회사는 각 T/F별

회사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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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혁신의 기본임을 감안할 때 더욱 적극
적인 TPM 활동이야말로 기업 혁신을 선도하는 원동력이었다. 이에 회사는 보다 체
계적인 TPM 분임조 활동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였으며, 분기별로 그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나갔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개별 개선 과제의 진척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
비상대응훈련

과제에 대한 평가 차별화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설비 및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TPM 자랑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기획, 기본에 충실한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정립하였다.

있도록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능동적인 TPM 활동으로 JUMP 1000 달성을 위한 성과 창출형 개별 개선 과제를

근원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어떠한 활동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제안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도

서였다. 회사가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이 갖는 한계를 넘어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이었다. 한편 이렇게 전사차원에서 전개한 원가절감 및 생

서는 혁신이 필요한 까닭이기도 했다.

산력 향상 노력은 회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초 목표했

이에 창의적인 제안활동과 기본에 충실한 성과중심의 TPM 활동을 통해 근본적

던 회사의 절대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되기도 했다.

으로 회사 체질을 혁신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2010년대 들어 보다 적극적으
로 제안활동을 추진, 3만 5,000건 제안 건수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경영이익을 초
과 달성하기 위한 유형적인 제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을 펼쳤다.
또한 제안활동을 통해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회사 경영에 기여할 수 있
는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도출시키기 위해 팀장, 간부, 엔지니어, 포맨이 주축
이 되어 자기 업무의 70% 이상을 이익 창출 및 개선 도출을 위한 창조적 혁신 업
무에 할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본에 충실한 TPM 전개를 위해 ‘Back to the Basic 스텝’을 진행하는 한편,
성과 창출을 위한 개별 개선 과제 활동을 통해 분임조당 2억 원 이상의 성과를 이
루고자 했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함으로써 안전 및 안정 가동을 확
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장 주도의 혁신 활동으로 팀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거듭하기도 했다.

출근시 안전다짐 홍보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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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996년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필두로 환경부 녹색기업 인증, 가스안전공사 ISO

환경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도적 이행

아가 회사는 기업체 자율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들

14001(환경경영시스템), OHSAS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나

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오염에 대응하기도 했다.
경영의 최우선가치 환경경영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과 기술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20세기 말부터 환경안전은 기업경영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중요 요소로 부상하였

추진하였으며 목표수립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PDCA

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적 부분인 공정과 연관된

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환경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범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정화수 식재, 인근 하천정화활동, 다양한 사회공헌활

회사는 설립 이래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핵심가치에 환경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선

동 등 사업외적 부분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정할 정도로 환경경영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 왔다.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아울러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을 위한 HSE 정책을 바탕으로 환경친화기업

사업장 달성을 위하여 전사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과 안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 직원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미래

다하겠다는 것이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실천적인 환경경영 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안전 중심의 경영이념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경영 실천과 지속 가
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녹색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졌다. 설립 초창기부

실천 중심의 환경경영활동 전개

터 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폐열회

회사는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설계와 품질개선,

수 프로젝트 등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 실천하였다. 회사의 환경경영 목표는

폐기물의 자원화 등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공정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환경

다음과 같다.

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에
너지 저감 기술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녹색경영체제의 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 이의 달성여부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1. 기후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통한 탄소배출량 및 오염물질 저감
2.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그린 비즈니스 개발
3. 친환경 SCM 및 그린 파트너십 강화
4.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파악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내부 심사 및 사후관리 심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녹색경영 성과에 대해 확인 및 개선을 통해 원활한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내부 심사 이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직접 공유,
직접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토양오염 및 기타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업장의

회사는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를 바탕으

지침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립하고 표준화된 지침서에 의한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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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지침과 표준을 보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선도

하는 등 녹색경영을 위한 사업장의 관리지침 수립 및 준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

회사의 이러한 환경경영은 정부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에 관한 인증을 취득

였다.

하고 인정받는 것 외에도 다양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

매년 수립된 녹색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는 CEO 주관 경영회의 및 반기별 개최되

력의 하나로 CO₂ 흡수 용액을 교체, CO₂ 분리 효율을 높임으로써 약 3,400톤의

는 환경안전전략회의를 통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유하고, 부서별 환경안전목

CO₂를 저감하였다.

표 및 성과에 대해서도 매월 추진현황 및 진행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CO₂ 회수 설비를 설치해 1만 2,700톤을 추가로 감축했으며 2010년

이밖에도 제품 운송차량 운행 중 누출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사

1월에는 CO 생산 공법을 부분산화공법으로 변경하여 4만 4,800톤의 CO₂를 절감

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장 이상 운전 시 보드 운전원의 대응능력

하였다. 회사는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

향상 및 공장의 증설 및 신규 공장 건설 시 사전 운전에 대한 경험은 공장 안전가

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목록화를 해 놓은 통계 시스템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동에 기여하며, 이를 위해 운전원 및 엔지니어 대상 현재 운전조건과 동일한 시뮬

에도 역량을 기울여왔다.

레이터를 통한 이상비정상 운전경험에 사전교육으로 비상시 대응능력 배양을 위

이에 울산녹색성장포럼에서는 기후 협약에 따른 국제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처

해 교육용 시뮬레이터(OTS : Operator Training Simulator)를 설치하기도 했다.

해 온 회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2011년 4월 원료 가격을 획기적으로

아울러 매년 녹색생활 및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낮추며 효율을 극대화한 NO.1 CO New POX 공장 가동으로 연간 10만 5,000톤의

동·하절기 전기절약정책에 부응하여 전사원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을 실시하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연간 100억 원의 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해 ‘저탄소 녹색 성

다. 위생 사업장이나 건강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건

장’의 대표 성공 사례라 평가하기도 했다.

강과 환경을 지키는데 공을 들이기도 했다.

플래어 스택(Flare stack)을 통해 대기에 배출되던 폐가스를 회수해 연료로 재활용

회사는 국가시책으로 중요도가 높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목표달성을 위해 전

하는 에너지 절약형 폐가스 회수 보일러 특허 출원에도 주목하였다. 아울러 기업

문기관 진단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장온실가스와 에너지감소활동을

의 원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녹색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경영 활동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회사의 자원 순환 사업에도 높은 평가가 이어

특히 회사는 환경안전교육에 많은 공을 들였다. 매년 새로 수립한 계획에 의거하

졌다.

여 환경안전전문가육성, 정기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안전소식지 및 사

회사는 이러한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환경경영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보

내게시판을 통해 전사원의 녹색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다 관련 설계 및 운전 기술이 낙후한 국가에 에너지 절약형 폐가스 회수 보일러

왔다. 외부강사 및 사내 전문가를 통해 최근의 환경 및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거

기술을 수출하여 국내 환경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 각 사례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였으며 사내에 유사사례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타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기업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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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다.

기술 중시의 경영

공적인 수행으로 이어졌다. 2014년 당시 회사는 일산 1,540톤의 초산생산능력을

시험연구팀의 이러한 노력은 물농도저감을 통한 초산생산량 증대 프로젝트의 성

보유하고 있었다. 신규설비 투자 없이 초산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초산반
시험연구팀 신설

응기 내 물농도를 낮추어 정제컬럼들의 부하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설립 당시 국내 유일의 초산제조업체였던 회사는 이후 국내 초산 및 초산비닐 관

이를 위하여 회사는 물농도를 낮추어 생산량을 일산 1,615톤으로 높이는 테스트

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 중심의 경영철학 아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를 진행하였으나, 촉매재순환펌프에서 엄청난 양의 촉매가 고형화 되어 촉매로서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중반 신촉매기술 도입을 바탕으로

의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촉매의 고형화는 촉매의 손실뿐만 아니

한 생산량증대 프로젝트를 필두로, 원가 및 에너지절감을 통한 회사 경쟁력강화

라 펌프 및 배관의 막힘 현상을 초래하여 화학공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안

프로젝트 대부분이 기술 중시 경영철학에서 비롯된 시도였다.

정가동을 저해하는 요소이기에 물농도 감소를 위해선 촉매침전을 억제하는 물질

과감한 신기술도입과 개발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점유

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했다.

율을 확대해 나간 회사는 2011년 1월 1일 기술 중심 경영철학을 구현하여 작지만
강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행보의 하나로 시험연구팀을 신설하였다. 갈수록

촉매 고형화 방지물질 연구

치열해지는 경영환경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설비의 증설 없이 초산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는 초산반응기 내 물농도를 낮추어야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촉매침전에 대한 해

이렇게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및 개발로 기술자립을 달성하고, 보다 혁신적인

결책이 선행되어야 했다. 먼저 물과 유사한 물성을 가지는 유기물에 대한 연구를

기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된 시험연구팀은 기존 일산화탄소, 초산, 초산비닐

시작하였다. 물의 물성과 유사하지만 비점이 높아 후단정제컬럼에 영향을 주지 않

공장의 창의적 기술 확보를 목표로 촉매, 설계, 운전기술 개발에 역량을 기울였

고 초산반응기와 플래시탱크, 촉매재순환펌프를 순환하여 촉매의 용해성을 높여

다. 아울러 생산량 증대와 신규공장 건설에 있어 독자적인 공정기술을 확보하는

주어 고형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반응기에 넣어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판단에서였다.

시험연구팀은 각 공정의 핵심촉매기술, 공정모사기술, 설계 및 운전기술에 대한

시험연구팀은 촉매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시에 초산제품의 순도에도 영향을

회사만의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특허문헌조사 및 실험실설비를 활용한 테스트

미치지 않는, 그러면서도 물과 유사한 물성을 가진 물질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를 실시하는 등 기존공정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

물농도를 줄이고 첨가물질을 추가하여 실험한 결과, 첨가물질을 넣어 주지 않았

였다. 이를 통해 기술이 축적되면 파일럿 설비를 구축한 후 다양한 실험분석을 통

을 때와 비교하여 초산생산량은 유지하면서, 촉매침전은 확연히 억제되는 것을 확

하여 기술검증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기존공정에 적용, 공정최적화를 구현하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첨가물질의 열적 안정성이 문제였다. 넣어준 첨가물질이

롯데BP화학 30년사

268

History 1989-2015

269

을 때 촉매의 고형화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실규모 초산촉매반응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숱한 실험과 연구가 이어졌다. 알칼리금속의 농도에 따라 촉매반응활성에 어
떤 영향을 주는지, 물농도 최대감소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시험을 거듭하며
데이터를 축적, 상용공장 적용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BP케미칼즈의 특
허기술은 실험실이나 파일럿 규모의 반응기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이를 상용공정
에서 적용한 결과는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자칫 잘못되면 실패하는 것은 물론
공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
회사는 알카리금속을 이용한 초산촉매안정화로 초산 추가생산에 대한 상용공장
―
파일럿 연구동

적용 테스트를 실시할 지에 대해 합작사인 BP케미칼즈와 협의하였고, 마침내 테
스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알카리금속은 무기물로 분해되지 않고
초산제품의 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혹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정 내 설치

운전조건에서 서서히 분해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첨가물질이 초산제품

되어 있는 부식금속 제거레진을 이용하여 쉽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다

의 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

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여 유기물첨가물질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게 되었다.

공정테스트 전 시뮬레이션 결과로 물농도 0.1%당 초산 10톤/일씩 증가할 수 있다

이후 자료를 찾아보던 중 알칼리금속이 초산촉매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합작사인 영국 BP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장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물농도는 0.8%를

케미칼즈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BP케미칼즈에서 초산반응기 내 일산화탄소

낮추었으며 초산생산량은 1,540톤/일에서 1,590톤/일로 50톤/일이 증대되었다. 반

의 분압을 줄이기 위해 리튬 등 알칼리금속을 사용, 실효를 거둔 후 특허를 받은

응기 내 물농도 감소량 대비 이론상 추가 초산생산량보다 낮은 초산생산량은 후

것이었다.

단 정제컬럼의 차압 최대 허용값을 낮추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정제컬럼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에너지비용도

물농도 조절을 통한 생산증대 실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회사는 기술 중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다

알칼리금속은 비록 사용목적이 다르지만 초산제조반응기 조성이 동일하기에 특허

양한 신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갔다.

사용에 대한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합작사의 특허이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에 시험연구팀은 리튬과 나트륨을 촉매의 안정제로 사용하고 물농도를 낮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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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준법경영 및 사회봉사활동의 확산
준법경영 조기정착 선포

2001년 12월 통신, 천연 가스, 전기, 제지, 플라스틱, 석유화학, 철강, 심지어 기후
리스크 관리 같은 분야에까지 손을 댔던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엘론이 파산한 이후
윤리경영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부상하였다. 세계적으로 존경 받
던 대기업 엘론의 실체가 사실은 교묘한 회계부정에 의존하고 있었단 사실이 알려
지면서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이 경영
의 핵심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
2014. 12. 19. 컴플라이언스위원회 경영전략회의

기업의 법규 위반은 비단 가시적 비용 손실에 그치지 않으며, 준법경영에 실패한
기업은 브랜드 가치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향후 상당한 경영 손실을 입게 된

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수립하고 담당조직을 구성하였다.

다. 실제로 2010년 도요타 리콜사태는 세계 1등으로 추앙받던 기업의 시장 지배력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핵심 수단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적 법규

을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미국 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였던 도요타는 리콜사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업무수행 시 리스크를 예방하고 회사와

이후 3위 자리도 지키기 힘든 처지가 되었고, 또한 미국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리

임직원을 보호하는 상시적이고 통합적인 활동 체계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컴플라

콜이 이어지면서 80년 동안 쌓아온 기업 경쟁력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회사는 임원급을 준법 지원 최고 책임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준법경영이 중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윤리경영, 준법경영

로 임명하고 인사팀을 전담 지원조직으로 선정, 준법경영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

의 중요성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공정거래법」이나 「부패방지법」 등 기업의

하였다.

윤리경영과 관련된 법규를 일부 개정하면서 준법경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회사는 2011년 4월 창립기념일을 맞아 전 임직원이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

준법경영 추진토대 구축

고, 자발적인 각오를 다지기 위해 준법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회사는 준법경영 선포식 이후 준법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초 컴플라이

이로써 회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기업경영을 이끌어

언스팀을 신설하고 준법감시인으로 변호사를 영입하였다. 이와 함께 임직원 교육

가게 되었으며 공정 거래 법규를 포함한 관련 법규 준수를 가장 중요한 기업 활동

과 지속적인 사내점검을 통해 준법경영을 가속화하면서 컴플라이언스 평가·보상

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울러 회사는 준법경영의 조기정착을 위해 컴플라이

체제를 구축하고 운용 결과를 분석, 개선해 준법경영체제를 안정화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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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팀은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서 계약서 검토, 현업부서 질의에 대한 법

린 회사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는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률 자문, 소송 같은 법무 관련 업무와 임직원 교육, 업무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제

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이 만드는 희망 세상’ 이벤트를 진행, 임직원들은

작 배포, 점검 등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였다. 컴플라이언스팀은 이후 준법

물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경영팀으로 명칭을 바꿔 불법이나 반윤리적 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

나눔이 만드는 희망 세상 이벤트는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2만 1,000원

고 능동적으로 예방하며 선제적으로 준법경영 실천을 지원하였다.

씩 기부하는 행사로, 기부 희망자가 보드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준법감시인 위원회(Compliance Committee) 회의를 열어

며, 십시일반 모인 정성은 추석맞이 봉사활동, 자원봉사대축제, 연말 봉사활동 등

CP(Compliance Program) 운영규정을 승인,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을

에 소요되었다.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고객 관련 이슈나 준법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전담

이후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은 다양한 형태와 분야와 확산되어 나갔다. 2012년 자

하고 책임지는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 : Chief Communication Officer)를

원봉사 대축제에서는 주요 행사의 하나로 1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 회야강 환경정

선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실행할 인적 조직을 구축, 컴플라이언스

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사장 이하 100명 가까운 임직원들이 비가 내리

이슈에 대해 유기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를 나누어 강둑 주변 환경정화활동과 잡목 제거, 홍

준법경영이 정착된 2014년 4월에는 울산 본사 대교육장에서 제1회 컴플라이언스

수 때 파손된 다리의 교통구조물 제거 등 다양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서는 전임직원을 대표하여 한마음 협의회 위원장

같은 해 10월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를 찾아 드림오케스트라 및

이 준법실천 서약을 하였으며 이어 대표이사가 직접 CEO 준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우수 사원 선정과 시상이 이어지기도 했다.
2015년 4월에는 임직원들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사용편의 및 업무 효
율을 극대화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
스템인 법무포탈시스템(CPS : Compliance Portal System)을 구축하였다. CP 소개와
각종 소식을 전하는 컴플라이언스 부문과 과제 관리시스템, 계약서 관리시스템 등
으로 구성된 법무포탈시스템은 컴플라이언스와 법무를 통합하여 회사에 적합한
준법포탈 시스템으로 구축한 선진 시스템이었다.

사회공헌활동 강화

준법경영 추진과 함께 회사는 경영철학의 하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
해 사회공헌활동 확산에도 힘을 기울여 나갔다. 2010년 4월 29일 울산공장에서 열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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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愛캠프 후원 협약식을 실시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
달하기도 했다.
드림오케스트라는 울산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체험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이 클
래식 음악을 쉽게 접하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문화예술사업으로 이듬해인 2013년 1월에는 울산공장 인근 동평초등학교가
회사의 지원에 힘입어 초록우산드림오케스트라 창단식을 갖기도 했다. 회사가 후
원한 7,000만 원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악기를 구입, 오케스트라를 창단
하게 된 것이었다.
이밖에도 회사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하거나 자매결연 마을을 찾아가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였
다. 매년 겨울철이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있

―
2013. 12. 15.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으며 타인과 생명을 나누는 헌혈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일회성이거나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활동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원

봉사를 실천하면서 기업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을

2017. 12. 08. 사랑의 김장 나누기
―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해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기업으로서 모범 기업 시민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Business
부서별 현황
롯데BP화학으로 새 출발을 알린 지 3년, 아세틸스 전문기업 외길을 걸어온 30년을 지켜온 것은
모든 구성원의 힘이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50년, 10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롯데BP화학의 구성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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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젝트 T/F

B 프로젝트 T/F

생산팀

생산팀

기술팀, 최적화팀

공무팀

생산팀

안전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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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7년에는 원가절감 T/F를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권을 관리하는 것도 기술팀의 주

2017년에 구성된 A 프로젝트 T/F는 초산 생산량을 연산 55만 톤에서 65만 톤으로 10

요 업무 중 하나다.

만 톤(1,860톤/일)을 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 조직되었다. 각 분야별 당사의 최
고 실력자들이 모인 A 프로젝트 T/F는 6명의 인원이 프로젝트 조기 완공을 위해 노력

주요업무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주 설계업체(Air Liquid-프랑스, BP-영국) 및 상

- 제조 경쟁력 확보(원가 혁신, 생산능력 혁신)

세/건설 업체(롯데 건설)와 EPC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9월 주요 설비 발주를 완료

- 공정 안정(불합리/비효율 공정개선, 무결점 변경관리)

하고, 상세 설계 및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다. A 프로젝트의 성공은 B 프로젝

-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온실가스 저감과제 추진, 배출권 확보과제 추가 발굴)

트로 이어질 예정이며, 향후 ‘Asia Top-tier acetyls company’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역량강화(역량강화 기술교육, 엔지니어 연구 발표회 추진)

02. B 프로젝트 T/F

04. 공무팀

2018년 하반기에 신규 초산비닐 공장 건설을 위해 신설된 B 프로젝트 T/F는 20만 톤

1991년에 신설된 공무팀은 보전관리 시스템(MAXIMO)·진동관리 시스템(CMS)·전력

규모의 신규 공장 건설과 더불어 INEOS 공장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시 시스템(EMS)·장치설비 검사관리 시스템(RBI) 구축 및 예방예지보전 활동 등 무

공정 / 장치설비 / 회전기기 / 전기 / 계기 각 직종별 6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B 프로젝

재해, 무공해 사업장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

트 T/F는 초기에 V 프로젝트로 출발하였으나 A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알파벳 순서의

며, 공무팀 내에 기획파트와 보전파트(기계, 배관, 전기, 계기, 검사)로 업무가 나뉘어져

프로젝트를 실현시켜보자는 의지를 담아 B 프로젝트로 변경하였으며, 설비 및 운전능

있다.

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공장건설을 위해 프로젝트 EPC(설계 / 구매 / 건설)사인 롯데건

2001년 생산, 공무 밀착관리를 위해 생산지원팀으로 팀명을 변경한 이후 다시 공무팀

설 사무실에 파견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으로 복원하였으며, 2013년 설비안전팀, 계전안전팀으로 이원화되었다가 2016
년 최종적으로 다시 공무팀으로 복원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무팀은 무재해

03. 기술팀

무공해 사업장과 설비종합효율 100% 달성을 위해 진단과 점검, 보완 등의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고 있다.

공장의 안전, 안정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술팀은 팀장, 차석 이하 기술파트, 설계
파트, 혁신파트로 나누어진다. 기술파트와 설계파트는 3명, 혁신파트에는 2명의 팀원이
근무한다. 안전한 공정 확보 및 공정 변경사항을 관리하여 최상의 제조 효율성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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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추진 및 C 프로젝트 검토

- 일상보전(예방보전 및 예지보전)

- 3년간 150억 원 이익개선 과제 달성 (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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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보수 수행(정기보수 운영 관리 계획, 격년마다 정기보수 진행 등)
- 프로젝트 및 설비 투자 수행

07. 안전환경팀

05. 생산팀

설립 초기부터 안전환경업무를 담당해온 안전환경팀은 7명의 팀원이 안전환경업무(안
전관리·환경관리·방재관리·보건위생)와 인스펙션업무(기획·인스펙션)를 담당하고 있

1989년 신설된 생산팀은 사내 최대의 부서원(83명)이 근무하고 있는 팀으로, 24시간 4

다. 2013년에는 공무팀 내 각 직종별 전문가를 안전환경팀에 배치하는 설비안전점검반

조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진다. 생산팀은 A·B·C·D조가 속한 주전포맨, HSE를 담당하

을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무팀 인스펙션파트를 안전환경팀으로 변경하여 안전문

는 HSE점검반, 품질분석보증을 위한 분석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팀원 평균 근속년

제를 조기에 발굴 및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한 근무장 조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

수가 20년 이상으로 공정 운전에 대한 노하우 및 경험을 바탕으로 공장 안전, 안정 가

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동에 가장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업무
주요업무

- 안전부문(안전교육, 작업위험성분석, 작업허가관리 등 안전 확보 노력)

- 제품 생산 및 공정 안정 운전(제품 셍산, 제품 품질 관리, 공장 설비 관리)

-	환경부문(국내 법류 및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관리 및 신규/규제물질에

- 공장 안전 관리(안전 및 환경 시설 운전 관리, 작업 안전 관리)

대한 통제관리)
-	보건부문(직원의 질환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노력,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06. 최적화팀

관리)
-	방재부문(화재, 폭발 등의 사전 예방 및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 위험물 시설안점

최적화팀은 미션 TOP 001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신설되었으며 아세틸스 No.1 제조
경쟁력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핵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검 및 소방 방재시설 기능점검)
-	인허가 및 대외기관 수검(국내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인허가 관리, 안전환경 법적
수검)

주요업무
-	최고 제조 경쟁력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비용 절감, 생산력 증대, 에너
지 절감, Reliability, HSE 등)

284

롯데BP화학 30년사

02

Businss - 롯데BP화학 현황

285

[ 마케팅부문 ]
설립 초기 판매담당 임원 산하 판매팀으로 시작된 마케팅본부의 마케팅부문은 초산마
케팅팀과 VAM마케팅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초산·초산비닐 국내영업 및 수입, 수출을
담당하여 대리점 시장을 관리하는 초산마케팅팀·VAM마케팅팀은 총 11명의 직원이 근

마케팅본부

무하고 있으며, 설립 판매팀으로 시작하여, 구매물류팀, 구매팀 등을 거쳐 2015년부터
마케팅본부 산하 초산마케팅팀·VAM마케팅팀으로 이어져 왔다. 초산마케팅팀은 소포
장 시장을 개척, 확장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VAM마케팅팀은 국내
EVA 시장 확보 등 앞선 노력과 발빠른 대응으로 국내외 시장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01. 초산마케팅팀
주요업무
VAM마케팅팀

초산마케팅팀

- 초산 Bulk 국내(PTA, EA) 영업 및 수출, 대리점 시장 영업
- 초산 소포장 수출영업
- 수소영업
- 원료(메탄올, 중유) 구매

02. VAM마케팅팀
주요업무
- VAM Bulk 국내영업 및 수입 및 수출
구매물류팀

사업개발팀

- 초산비닐 국내 대리점 영업
- 원료(에틸렌, 산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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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회사 비전 및 추진 전략 수립

2017년 신설된 구매물류팀은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기자재 및 원자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 전후방 사업 및 에너지 산업 동향 분석, 사업 기회 포착

담당하고 있다. 10명의 직원은 빠른 의사 결정력을 통한 상황공유 및 전달로 안정가동과 이익 극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사업 구체화 방안 도출

대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상세 경제성 분석, 사업 risk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기타 문제 해결 등
-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및 필요 시 타 부서 업무 지원 등

주요업무
- 초산 및 초산비닐 이송 관리 및 고객대응
- 중유 및 메탄올 입고 관리
- 캔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역량 강화
-	A/B 프로젝트 설비 투자, 기자재 및 주요 촉매/화공약품의 적기 구매

04. 사업개발팀
2007년에 신설된 사업개발팀은 회사의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팀장 이하 2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사업개발팀은 초산
증설에 대한 내부 역량과 시장의 분위기를 적기에 연결하여 A 프로젝트 승인을 이끌어 냈으며,
초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CO제조를 위한 최적 원료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등 아시아 Top
tier acetyls 회사로 나아가는 데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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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은 재무·서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파트와 인사운영, 교육
등 인사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신문화파트,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 시스템 운영 및 정
보보안·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전략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총 17명의 경영지원팀

경영지원본부

원들은 경리파트 5명, 신문화파트 9명, 정보전략파트 3명로 조직되었으며, 각각 지원팀
(1989년), 총무과(1989년), 정보시스템팀(1991년)으로 출발하여 2017년 이후 경영지원
팀으로 통합되었다.
회사 경영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은 현장관리와 복리후생,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임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임직
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업무
[경리파트]
- 재무회계(월/반기/연 결산)
경영지원팀

- 세무회계(법인세 신고/납부 등)
- 관리회계(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투자관리 등)

[신문화파트]
- 인사제도 업무(인사운영, 교육, 상벌 등)
- 보상 업무
- 복리후생 업무
- 노사/조직관리 업무
기획팀

HR팀

- 총무 업무 전반
- 대외업무(자매결연, 경찰서, 노동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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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략파트]

- 전사 재무 관리(자금 조달/운영, 외환관리, 재무리스크 관리)

- 정보기획(정보화 전략수립, 정보화 과제 수행 등)

- 인수 합병

291

-	시스템 운영(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설비관리/공정정보 시스템 운영, Legacy 운영 등)
- 인프라 관리(서버장치 운영 및 정비,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 및 백업 등)

03. HR팀

- 정보보안(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그룹 보안체계 적용 등)
- 정보혁신(정보혁신 계획 수립 및 과제 수행, 프로세스 거버넌스 관리)

설립 초기 경영관리팀 내 인사파트로 업무를 시작한 HR팀은 인사업무와 사회공헌, 정
보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다. 7명의 팀원이 근무하며, 2007년 인사팀으로 승격되었으

02. 기획팀

며, 현재 HR팀으로 이어져 왔다.
HR팀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임직원 회사 생활 전반의 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

1992년 경영지원팀 산하 자금파트로 신설된 기획팀은 초기 자금과 인사를 담당하던

든 임직원들이 최고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인사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기업

업무에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경영목표를 수립하는 등 기획과 재무업무 전반을 담당

문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고 있다. 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재무팀(2007년), 경영지원팀(2008년), 관리팀(2010
년), 기획경영팀(2016년)을 거쳐 현재 기획팀으로 이어져 왔다.

주요업무

업무의 특성상 적시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기획팀은 기획과 재무업무 관련된 전문지

- 인력운영, 인사제도, 인사기획

식을 발휘하여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전사 현안 관리 및 부문별 재무평가를 수행하고

- 채용(사무직/생산직, 신입/경력)

있으며, 무엇보다 부서간 원만한 조정업무를 통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안정된 업무 분위

- 교육(직무, 역량, 리더십/코칭, 글로벌)

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평가, 보상, 기업문화, 노사협력
- 사회공헌, 홍보, 정보보호, 총무

주요업무
- 중장기전략, 연간 경영목표 수립 및 실적 관리
- 부문별 재무평가 수행
- 전사 현안 관리 및 종합보고
- 부문간 의견 조정업무
- 합작선/그룹사 현안 협의 및 조정
- 전사 회의 주관(이사회, 전략회의, 경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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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Compliance팀으로 신설된 준법경영팀은 법무 업무와 Compliance 업무를
겸임하는 팀으로 출발하였으며, CEO에게 직접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CEO
직속 조직이다. 2명의 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3월에 준법경영팀으로 팀명이
변경되었고, 현재 법무, Compliance 및 감사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주요업무
- 준법시스템 CP(Compliance Program)의 운영
- 각 부서별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질의에 대한 의견 제공
- 지적재산권 관리
- 임직원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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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I 변천
2018. 11. 01. ~ 현재

비전

Asia Top-tier Acetyls Company
롯데그룹의 심볼마크 변경에 따라 롯데BP화학의 CI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롯데의 새 심볼마크는 Lifetime Value Creator의 비전을 담아 인생의 모든 순간에 늘 새로운 가치를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Lifetime Value Creator의 약자인 L, V, C로도 읽힐 수 있는 형태로서 ‘점’은 고객의 삶의 시작점을 의미하며
‘선’은 롯데와 함께 걷는 삶을 표현합니다.
심볼을 둘러싸고 있는 둥근 마름모 프레임은 롯데월드타워의 베이스 형태에서 비롯되었으며, 간결한 L은
롯데의 겸손함과 역동성, 독창성을 표현합니다.
①	안전은 다른 모든 핵심가치에 우선한다.

Safety

②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③	안전은 나와 내 가족, 내 동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2016. 03. 01. ~ 2018. 10. 31.

①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Respect

②	상호 존중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③	고객, 협력업체, 주주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①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시너지를 창출한다.

핵심가치

Collaboration

②	자유롭게 소통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
③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Challenge

②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한다.
③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발굴한다.

①	기본과 원칙 그리고 법을 준수한다.

Integrity

②	스스로 타협하지 않는 윤리의식을 견지한다.
③	기업 구성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나아가 사회에 공헌한다.

롯데BP화학의 CI에 적용된 롯데 그룹브랜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
요소로써 전 세계 공통으로 그룹을 대표하여
최 우 선 순 위 로 사 용합 니다. 그룹브랜드 의
전용색상인 롯데레드는 롯데가 추구하는 철학과
비전을 잘 표현하는 색상으로써 사랑, 신뢰,
풍요를 상징합니다.

비피의 심볼마크는 글로벌 b p를 상징하 는
상징물로써 활짝 핀 녹색, 노란색, 하얀색조의
꽃봉오리 문양인 ‘Helios’는 태양에너지,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상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BP의
이니셜을 보면 바로 ‘Beyond petroleum’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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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역대 대표이사

04 현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권순영

성평건

서동균

최성래

김현곤

1989. 06.
~
1991. 12.

1991. 12.
~
1993. 11.

1993. 11.
~
1997. 12.

1998. 01.
~
2000. 01.

2000. 01.
~
2003. 01.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재환

안복현

이해진

박오규

이동휘

상영조

2003. 01.
~
2004. 01.

2004. 01.
~
2007. 01.

2007. 01.
~
2009. 01.

2009. 01.
~
2011. 12.

2011. 12.
~
2014. 11.

2014. 12.
~
2016. 02.

김영준

허성우

대표이사

대표이사

300

롯데BP화학 30년사

301

Appendix

05 현 임원진

정동환

김정상

김성효

김종화

이근영

백교현

공장장

마케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기술공무부문장

마케팅부문장

부재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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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조직도

대표이사

대표이사

김영준

허성우

대표이사

대표이사(BP)

김영준

허성우

준법
경영팀

경영
지원본부

공장장

이사

이사

이사

김규종

Yang Shixu

Xiao Gang

마케팅
본부

기술공무
부문

감사

감사

조성택

Adelyn Lee
Shiang Yee

A
프
로
젝
트
T/F

B
프
로
젝
트
T/F

기
술
팀

부재무
담당(BP)

공
무
팀

생
산
팀

최
적
화
팀

안
전
환
경
팀

경
영
지
원
팀

기
획
팀

H
R
팀

마케팅
부문

구
매
물
류
팀

사
업
개
발
팀

초
산
마
케
팅
팀

V
A
M
마
케
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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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요 수상 및 인증실적

연도

월 일

1994

11

10

소방안전관리 우수사업장 표창(내무부장관상)

1996

06

01

환경친화기업 인증

01

10

노사협력우량기업인증(노동부)

02

21

무재해 동탑 수상(노동부)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5

2006

용

연도
2007

2008

월 일

내

01

01

안전관리(PSM) P등급(최우수) 사업장 재인증(노동부)

01

22

환경친화기업 재지정

10

17

온실가스배출 감축 실적 인증(지식경제부)

12

26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등록증(지식경제부)

06

17

ISO 14001 인증(환경경영시스템)

2009

03 03

제43회 납세자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12

01

ISO 9002 인증

2011

01

공정안전관리(PSM) 최우수사업장(P등급) 재인증

01

03 03

조세의날 국무총리상 수상

04 09

안전 초일류 기업 인증

07

01

산업재해 예방 단체부분 대통령상 수상

11

30

기업경영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05

01

산업 평화의 탑 금탑 수상(대통령 김대중)

03

PSM(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평가)

07 04

비상대응계획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 우수상 수상

2014
2016

12

ISO 14001 인증(환경)

12

OHSAS 18001 인증(안전보건)

12

가족친화기업 인증

03

녹색기업 인증

06 03

환경경영대상 수상(매일경제, 환경부 주관)

06

07

가치 증진대상 수상(한국능룰협회 회장)

07

06

24

환경친화기업 지정(환경청)

10

13

제29회 울산산업문화축제 산업평화상 수상

11

10

1999뉴미디어 기업대상 정보화 기업부문 대상 수상(정보통신부장관)

10

16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 우수상 수상

11

25

대표이사 가스 안전유공자 수상(산업안전수상)

11

29

산업단지 안전관리 유공자 단체상 수상

12

05

2018여가친화기업 인증

11
2000

내

2017

2018

기업혁신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대한상공 회의소)

4

18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 인증

11

01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 표창(산업통상자원부)

03 07

무재해 10배 달성

4

30

신노사우수기업 인증(노동부)

5

15

국내 최대의 보험회사로 ‘한국 기네스 인정서’ 수여

10

1

에너지 절약 우수사업장 인증(에너지관리공단)

11

3

무재해 12배 달성(4,264일)

11

26

2002년 제15회 TPM 세계대회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컨설팅)

12

01

울산 환경 대상 수상(울산지방검찰청)

7

25

PSM 관리 등급 ‘P’ 사업장 선정(울산관내 사업장수 총 95개 업체)

12

01

BP Helios awards 수상

03 03

조세의 날 표창 재경부장관 수상

06 28

2005년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설비혁신부문 대상 보전경영부문 대상(한국능률협회 컨설팅주최)

01

01

OHSAS 18001 인증(안전보건경영시스템)

09

27

신노사우수기업 인증(노동부_부산지방 노동청)

12

14

울산광역시 안전문화 대상 수상(울산광역시장)

용

1997. 01. 10.
노사협력우량기업인증
(노동부)

1997. 02. 10.
ISO 9002
인증

1997. 12. 15.
환경친화기업
지정

1998. 03. 03.
모범납세
국무총리 표창

1998. 07. 01.
산업재해예방
대통령 표창

1999. 05. 01.
산업 평화의 탑

1999. 06. 07.
가치증진대상

2002. 11. 26.
15회 TPM 세계대회
대상

2005. 03. 03.
조세의 날
재경부 장관 표창

2005. 06. 28.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2006. 12. 14.
울산광역시
안전문화 대상

2009. 03. 03.
동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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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 원)

500,000

자산총계

450,000

부채총계

(단위 : 백만 원)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

1989

1989

구분
자산총계

12,325

1990

1990

1991

1991

1992

1992

1993

1993

1994

1994

1995

1995

1996

1996

1997

1997

1998

1998

1999

1999

2000

2000

74,495

212,694

206,610

211,569

166,726

165,189

190,739

315,560

258,276

245,453

272,852

2001

2001
278,962

2002

2002
285,334

2003

2003
269,037

부채총계

8,318

59,402

172,597

183,514

169,944

128,766

94,990

119,582

247,073

177,385

149,925

158,822

147,124

157,028

130,992

자본총계

4,008

15,093

40,096

23,096

41,625

37,959

70,199

71,157

68,487

80,891

95,528

114,030

131,838

128,306

138,045

자본금

4,000

15,000

40,000

40,000

58,750

58,750

58,750

58,750

58,750

58,750

58,750

58,750

58,750

40,000

40,000

2004

2005

50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

구분

2004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1

2010

2010

2011

2012

2012

2013

2013

2014

2014

2015

2015

2016

2016

2017

2017

2018

2018

자산총계

280,773

284,046

256,888

262,376

274,941

29,1619

298,198

337,923

309,584

312,032

313,876

288,835

266,610

366,200

469,997

부채총계

115,252

106,008

97,105

96,641

107,015

118,078

127,924

161,570

146,554

157,818

142,743

95,580

84,277

117,043

120,947

자본총계

165,521

178,038

159,783

165,735

167,925

173,540

170,274

176,353

163,030

154,214

171,134

193,255

182,334

249,157

349,050

자본금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51,524

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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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요약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1,000,000

250,000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1,000,000

250,000

(단위 : 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200,000

800,000

200,000

800,000

150,000

600,000

150,000

600,000

100,000

400,000

100,000

400,000

50,000

200,000

50,000

200,000

0

0
-50,000

1989

1990

1989

구분

1990

-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991

1992

1991

-

1993

1992

-

1994

1993

-50,000

1995

1994

1995

0

0

1996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2

2003

2003

51,069

59,035

73,045

119,482

109,015

170,248

223,619

192,494

253,692

260,054

206,150

233,522

-14

-173

-456

2,215

4,707

6,639

38,407

17,774

14,029

51,065

26,649

57,413

59,339

52,344

54,070

8

85

3

-17,001

-11,482

-3,665

32,239

9,248

-4,921

23,054

16,079

33,865

38,370

39,368

37,739

250,000

1,000,000

250,000

1,000,000

200,000

800,000

200,000

800,000

150,000

600,000

150,000

600,000

100,000

400,000

100,000

400,000

50,000

200,000

50,000

200,000

0

0
-50,000

구분
매출액

2004

2005

2004
284,320

2006

2005
302,196

2007

2008

2009

-50,000

2010

0

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83,867

316,784

343,282

302,513

306,952

372,219

370,580

332,981

413,869

322,818

265,160

364,098

699,588

영업이익

81,814

86,693

45,710

49,915

25,282

42,407

39,209

41,576

9,008

1,689

49,660

44,797

24,716

58,525

200,955

당기순이익

59,439

64,525

36,764

35,940

21,195

35,180

32,502

35,298

13,265

630

35,857

34,572

17,839

42,958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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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표

연

월 일
07

내용

연

월 일

삼성비피화학 합작계약 협의
09 17

08

초산공장 설계

11

공장부지 매입

11 17

내용

연

할더톱소(Halder Topsoe)사와
CO라이센스/엔지니어링 계약체결

공장부지 매입

월 일

내용

연

월 일

내용

02 02

상업생산 실시

07 07

7·4 조기 출퇴근 실시

02 13

공장 휘호석 설치

09 03

연구발표대회 실시

04 30

국내 최초의 초산공장 준공식 거행

10 30

무재해 2배 달성

05 08

제1회 사원가족 공장 견학

11 09

제3대 서동균 대표이사 취임

12

팀제도의 도입

12

Advanced Control 체제 구축

12 27

제1차 사택입주

12 30

환경관리 모범 업체로 지정

1989
11 13

할더톱소(Halder Topsoe)사와

11 30

기술도입계약 체결

연간 15만 톤 규모의 초산공장

1993

제조기술 도입

1988

05 12
12 11

12 19

삼성비피화학 합작계약 체결
울산 석유화학 단지내

12 11

연간 15만 톤 규모의 초산공장

02 19

건설 계약 체결

CO 제조기술 도입 체결

1992
06 21

외국인 증액투자 인가

12 24

재무부 제출

05 15

03 04

공장건설 기공식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협의회 발족

03

법인설립 추진팀 발족

합작투자 및 조세감면 인가
재무부 장관 승인

연간 15만 톤의 설계, 구매, 건설
및 시운전을 포함한 일괄계약 체결

07 13

창립 1주년 기념식

06

보일러 화입식

10

MMS(GEMIS) 도입

10 15

무재해 1배 달성

01

초산비닐사업 추진

01 01

1989

제1차 공장 정기보수 실시

1990
06 20

01 10

기술교류회의 실시

및 조세감면 인가
07 23

외국인 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신청서

제1회 BP케미칼즈와

05

초산공장 기공식

09 15

Reformer 화입식

07 07

발기인 총회

10 17

공장건설 완료

1994

회사창립일 변경
(공장 준공 기념일인 4월 30일로)

1차 초산 증설사업 D/B
이사회 승인

08

월간 첫 흑자 실현

08 16

초산 20만 톤 생산체제 구축

11 09

자위소방대 내무부 장관 표창

11 15

무재해 3배 달성

01 08

초산비닐 기술도입 및 기술지원 계약

12 02

BP와 공동 R&T 계약 체결

02 04

초산 비닐 기술 도입 인가

02 10

초산 ISO 9902 인증 획득

03 20

온누리 봉사단 발대

1993
07 12

법인설립
(삼성비피화학 주식회사 : SSBP)

1991

10 31

시제품 생산 및 행사

12 02

초산 시제품 출하 및 기념행사
03 02

07 13

초대 대표이사 권순영 사장 취임 및
국내 최초 초산 생산업체 탄생

12 07

초산 최초 수출

1차 초산 증설사업 D/B
이사회 승인

1995
연간 15만 톤 초산비닐사업을
03 26

12 31

제2대 성평건 대표이사 취임

05 29

1사 1하천 가꾸기 추진

삼성, BP, UCC균등 출자 합작
계약으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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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표

연

월 일

05 17

1995

내용
Asian Acetyls Co., Ltd.
(ASACCO) 설립

07 13

초산비닐공장 기공식

12

ISO 9002 인증

연

월 일
11 20

연

월 일

CO공정 PSM인증획득

1996

07 01
11 25

무재해 5배 달성 동탑수상

01 10

노사우량 기업선정(노동부)

03 01
12 01

내용

무재해 4배 달성

1998
11 27

GEMIS에서 MAXIMO시스템으로
변경

01

내용

연

월 일

내용

07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VA) 가입

07

에너지 합리화 프로젝트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 표창

00

초산 소포장 자동화설비 가동

텔레메터링 시스템 사용개시

03

Training Center 개설

03 01

제1회 TPM 분임조 자랑 대회 실시

산업재해 예방 단체 부분 대통령상
수상

2000

신기업문화 창출과 신인사제도 실시
2001

01 18

01 27

1사 1촌 운동 : 화창마을 자매결연
체결, 공동목장 건립

06 17

독일 TUV사로부터 ISO 14001인증

03

폐열 보일러 설치

03 02

무재해 10배 달성

07 01

PI 구축

04

창립 제10주년 기념식

04

상반기 신노사 문화 우수 기업 인증

04

산업평화의 탑 수상

11

생산 혁신, TPM 세계 대회에서 수상

05

가치증진 대상 수상

05

제1회 장미축제(가족문화행사)

12 10

제1회 울산환경대상 수상

01

제6대 이재환 대표이사 취임

초산비닐 Operating 연수
07 01

03

주부 봉사단 발족

생산 REAL TIME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AMS SYSTEM)

1999

2002
03 20

GRAHAM 부사장, 대통령표창 수상

1997
07 01

05 30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인가

06

산업재해예방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

11
1996

06 01

07 20

환경친화기업 지정

환경 경영대상 수상

보일러 연료 → 청정연료로 사용

뉴미디어 대상
‘정보화 기업 부문 대상’ 수상
2003

(현 녹색기업 지정)

07 30

초산 35만 톤 체제 구축

11

가스안전촉진대회 산업 포장 수상

07

10 13

SSBP, ASACCO PSM ‘P’ 등급
사업장 지정

BP Helios Awards 시상식

08

BP OIA System 도입

09 22

No.2 CO(POX)공장 안전가동 기원제

12

제5대 김현곤 대표이사 취임

08 01

초산공장 증설 기공식

10

VAM ISO 9002인증 획득

02

TPM 도입 및 점검반 운영

불기어 사고

09 30

초산비닐 최초 수출

11 20

무재해 6배 달성

03

회사 홈페이지 구축

New Pox Plant 증설

10

아세아아세틸스 출범

12 19

제4대 최성래 대표이사 취임

03 01

제1회 TPM 분임조 자랑 대회 실시

03 03

제32회 조세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04 26

에너지합리화 프로젝트 승인

01

제7대 안복현 대표이사 취임

04 09

노동부 안전 초일류 기업 인증

07

TPM 모델 활동 전개

04

창립 제15주년 기념식

10 11

국내 최초 초산비닐 공장
준공식 거행

2000

AA Reactor 교체(V2101)

2004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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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표

연

월 일
09

내용

연

일본 TPS 연수 실시

월 일
01

내용

연

월 일

제8대 이해진 대표이사 취임

2004

04 29
11

사랑의 김장나누기 실시

10

초산 500만 톤 생산 달성

11

No.2 CO Revamping Project 승인

12

자매학교 결연

내용

연

월 일

내용
초산 소포장 설비증설

창립 20주년 기념식 ‘또다른 20년,
그리고 100년’

No.1 CO Cold Box 추가 설치(Z1502)

2007
SK Off-gas 도입

초산비닐 선박로딩 시스템변경

2009

(로딩 12인치)
2005

06 05
AA Reactor 교체(V2101)

No.1 CO revmaping project

05

No.2 CO 원료 다변화 프로젝트

09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11 26

초산 Canning 공장 증설 준공식

09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 수상

2011

10 13

최종 승인

No.2 CO Revamping 프로젝트

전사 ERP 도입 추진
초산 증산 및 에너지 프로젝트 준공식

11
12

05

중유배관 설치

AA Plant optimization project
Energy recovery project

No.1 CO Revamping Project
Syngas Cooler 상량식

12 12

제10대 이동휘 사장 취임

03

CN 제거설비 도입

04

초산-초산비닐 일괄 공급 프로젝트

12

가족친화인증

No.1 CO공장(NEW POX 공장) 가동

12

농촌사랑 1사 1촌상 수상

저가 원료 사용, 초산비닐 생산 증대,

12 01

대산통합탱크 운용 실시

04 30

창립 제25주년 기념식

2008
10

공정 안전 관리 시스템

복지동, 교육장 오픈
09
Reformer Package 철거(H1302)

No.1 CO 공법변경

(Operating Management System)

(Reformer → Partial Oxidation)

구축
10

Heater Feed Naphtha 철거(H1102)
Vessel Hydogenator 철거(V1102)

원료 혼합 사용
(Naphtha 50% + LSFO 50%)

초산 반응기 교체, 연간 생산량 확대
01

초산 내수시장 점유율 급등
CO Feed변경

Vessel Adiabatic Preconver

03

No.2 CO 원료 혼합 사용

철거(V1202)

2013

초산 생산 증대 등
3대 프로젝트 추진

(Naphtha 50% + LSFO 50%)
2010

2006
01 20

초산 소포장 독자수출 개시

OHSAS 18001 보건 및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04 08

2014
2009

01 27

제9대 박오규 사장 취임
04 08

04

자원봉사센터 출범

02

5대 혁신 TF 발족

08

APC 시스템 구축

03 04

동탑산업훈장 수상

09

노사 문화 우수 기업 선정
04 06

12 14

울산시안전문화대상 수상

New Pox Plant 증설

No.1 CO Revamping
프로젝트 기공식

08

09

10 31

제6회 화학산업의 날
‘동탄산업훈장’ 수상

NEW POX 공장 준공
(新공법 일산화탄소 공장 구축)

VAM plant debottleneck project
Single Feedstock(SFS) 프로젝트
건설 완료

12 04

제11대 상영조 대표이사 취임

06

초산비닐 plant 중온수 시스템 도입

2015
10 29

삼성, 삼성SDI 케미칼·정밀화학·
BP화학 롯데에 매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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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내용

02 29

롯데BP화학 출범

04 25

롯데 HR 포럼

연
2017

월 일
11

11
2016

06 16

리더스 워크숍

11 05

롯데가족 한마음대회
11 07

12 15

샤롯데봉사단 어울림 김장나눔

12

회사 비전 체계 재정립

12 04

Reformer 공장 철거

2017

내용
초산 10만 톤 증설승인

연
2018

Reformer Package 철거
(H1301)

Wacker Chemical과

월 일
12

초산 소포장 누적 50만 톤 달성

01 08

B 프로젝트 EPC용역 LOC 체결식

03 21

롯데 공채 87기 신입사원 입사(2명)

05 11

초산비닐 공급 장기계약 체결

내용

자율좌석제 및 집중근무실 운영
(서울 사무실)

2019
11 28

12 15
01 02

04 05

주 설비 공급 계약 체결
Ethylene Based 초산비닐과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식

Acetylene Based 초산비닐의
가격 분리 고시 실시

스팀망 최적화로

03 08

에너지절감 프로젝트

Syngas cooler 교체
05 12

07 20

10 13

A 프로젝트 pre-sanction

제29회 울산산업문화축제
산업평화상 수상

회사 홍보영상 제작 시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05 22

초산증설공장 준공식
제2초산비닐공장 기공식

및 pre-sanction

국내 EVA향 초산비닐 2년 공급계약
체결

2017
04 05

05 07

A 프로젝트 기초 설계 및

A 프로젝트 검토 착수

02 01
01 13

A 프로젝트 BOD 승인

2018

롯데 패밀리 수직마라톤
(LOTTE FAMILY SKY RUN)

06 00

B 프로젝트 1차 승인

06 21

임직원 안전준수 서약서 서명식

10

아세틸스 사업 호황기 진입

07 27

A 프로젝트 착공

10

A 프로젝트 승인

11 05

초산비닐 증설 프로젝트 승인

11 29

아세아아세틸스 합병

11 05

B 프로젝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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